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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1954년 일본 간사이(関西) 지방에서 결성되어 1972년까지

일본 안팎에서 활발하게 미술 활동을 전개한 구타이미술협회(具体美術協

会, 이하 ‘구타이’로 칭함)에 관한 연구이다. 이 그룹은 결성 전부터 이미

간사이 지방에서 전위적인 미술활동을 추진하였던 요시하라 지로(吉原治

良、1905-1972)에게 작품의 비평과 미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든

젊은 미술가들이 미술에서 혁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룹 결성의 초창기 멤버로는 결성 전부터 요시하라 아뜰리에에 정기

적으로 방문했었던 시마모토 쇼조(嶋本昭三), 야마자키 츠루코(山崎つる

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55년 ‘0회(제로회)’에서 활동

하던 시라가 카즈오(白髪一雄), 다나카 아츠코(田中敦子), 무라카미 사브

로(村上三朗), 카나야마 아키라(金山明)가 그룹에 합류하면서 초기 구타

이의 중심 멤버가 되었다.

구타이 그룹은 일본 내에서도 수도인 도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간사

이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구타이의 활동 거점이 당시 미술

계 내에서 주변적으로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

신들이 처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구타이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문과 영문이 병기된 잡지 『구타이(具体)』를 자

체적으로 제작하고 발행하여 일본 안팎의 영향력 있는 미술가와 비평가

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구타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룹 결성 초기부터 미술에서 혁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당시로서는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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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야외전과 무대전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진흙에서 뒹구는 행위나

나무에 물감을 채운 비닐을 거는 작품 등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을 확장

시킨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구타이는 잡지 『구타이』에 작품 도판과

전시 당시의 사진 자료 등을 게재하고 멤버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수

록함으로써 자신들의 미술에 대한 태도와 작품의 내용을 미국과 유럽 국

가들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구타이의 미디어를 활용한 노력은 프랑스 비평가이자 앵포르

멜 미술개념을 제창한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1909-1987)에게까지

전해졌다. 1957년 그의 일본 방문과 함께 그와 뜻을 함께한 구타이의 멤

버들은 그가 주도하는 앵포르멜 미술의 틀에 부합하는 회화작품을 중점

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구타이는 미셸 타피에의 소개로 뉴

욕 마사 잭슨 갤러리(Martha Jackson Gallery)에서 첫 외국전을 개최하

게 되었다. 이 전시에서 그룹은 야외전과 무대전에서 보여준 초기의 실

험적인 작품보다는 추상회화 작품을 위주로 전시하였다. 이 전시 이후

구타이미술은 1950년대 이미 지배적이었던 회화를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

적인 비평의 기준으로 평가되어 서구미술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 앵포르

멜 회화에 영향을 받은 미술가, 혹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를 추종한 그

룹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으며, 그룹 초기의 실험정신은 평가받지 못

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서구의 미술계는 파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앵포르멜, 추상표현주

의, 액션 페인팅 등으로 설명되는 추상회화가 유행하는 시기였으며 이러

한 상황 속에서 국제 미술계는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일본의 미술을 각자

가 상정하는 미술의 기준에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미술의 국

제성과 파급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구타이에 대한 서구 중심

적인 평가들은 모두 이러한 미술계 내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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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구타이는 뉴욕에서의 전시 이후에도 1959년의 이탈리

아 토리노에서의 전시, 1960년 오사카에서 외국 미술가들을 초청하여 작

품을 풍선에 메달아 하늘에 띄운 <인터내셔널 스카이 페스티벌>, 1965

년 암스테르담에서 독일의 제로(Zero) 그룹과 네덜란드의 눌(Nul) 그룹

과 함께 개최한 전시 등을 통해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구타이의 국제적 미술활동은 1962년 오사카에서 그들의 독자

적인 전시공간인 구타이 피나코테카(Pinacotheca)의 설립과 함께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당시 오사카에는 현대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시공간이 설립된 것

이었다. 이 공간은 구타이 멤버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외국의 미술가들의

전시를 개최하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이곳에 현대미술에 관련 있는 외국

의 미술가와 비평가들이 연달아 방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국

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에는 구타이에 한 세대 젊은 미술가들이 합류하기 시

작하였다. 이 시기는 그룹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초기의 실험정신이 다소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멤

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룹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새로 합류한 멤버들은 구타이가 그룹 결성 초기에 보였던 실험정신을 이

어받아 환경미술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 오사카에서 일본 최초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의 전시와

무대 활동을 통해 소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멤버들의 합류로 인하여

변화된 그룹의 분위기가 원인이 되어 멤버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구타이의 결속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72년 요

시하라 지로의 갑작스러운 죽음 직후 3월 31일자로 구타이는 해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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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구타이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안목과 전략

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도쿄를 중심

으로 한 일본 미술계에서는 구타이의 시대를 앞서가는 전위적인 활동과

간사이 지방 출신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 구타이의 단독 전

시나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여러 글에서 드러난다.

이를테면 1986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의 전시 <전위의 일본(Japon des

avant-gardes 1910-1970)>전에 대해서 오자키 신이치로(尾崎信一郎)는

구타이 초기 활동에 대해서 약 30년 동안 일본의 미술 비평의 문제로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전시를 통해서 이들을 재발견했고, “그룹의 활동의

의미를 재인식”하였지만, 이 역시 “외국의 평가를 역수입했다는 현상이

얄궂게도 반복되었다”고 하였다.1) 또한 2012년에 도쿄의 국립신미술관에

서 열린 구타이 회고전 <『구타이』-일본의 전위 18년의 궤적>전의 전

시도록에서 전시기획자인 히라이 쇼이치(平井章一)는 “일본의 전후 미술

그룹 중에서도, 외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미술가는 구타이 정도임에도 불

구하고 도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

다.2) 반면에 구타이의 활동 거점이었던 간사이 지방에서는 효고현립 근

대미술관과 아시야시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구타이 해산 직후인 1970년대

부터 구타이에 대한 회고전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도쿄도미술관에서는 3차례로 구성된 시리즈 전

시인 <현대미술의 동향> 전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전시들을 시작으로

일본의 현대미술 전체를 회고하고 역사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

한 움직임은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퍼져나갔다. 1985년 영국 옥

1) 尾崎信一郎, 「アンフォルメル」, 美術評論家連盟 編、『美術批評と戦後美術』、

ブリュッケ、2007, p. 138.

2) 平井章一,「『具体』近代精神の理想郷」, 国立新美術館　編、『「具体」 ―

ニッポンの前衛 18年の軌跡』、20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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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드 근대 미술관에서의 <재구성: 일본의 전위예술 1945-1965

(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과 앞서 소개

한 1986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전위의 일본>을 시작으로, 1994

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소호에서의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에

대항하는 외침(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전

에 이르기까지 구타이미술 비롯한 일본의 현대미술은 “전후 일본 미술”,

혹은 “일본의 전위 미술” 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구의 시각으로 해석되었

다. 일부의 전통과 모던의 갈등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서구의 해석

이 다시 일본 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폐쇄된 순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타이는 국제 미술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 2009년 뉴욕 폴록-크래이스너 하우스 앤

스터디 센터(Pollock-Krasner House and Study Center)에서 열린 <서

로의 마법에 걸려: 구타이와 뉴욕(Under Each Other’s Spell: Gutai and

New York)>전, 그리고 2010년 스위스 루가노 주립미술관(Museo

Cantonale d’Arte Lugano)에서 열린 <시간과 공간의 회화(Painting with

Time and Space)>전 등을 통해 그 전까지 구타이미술을 전후 일본미술

의 틀에서 해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국제적 동시성을 강조하는

전시들이 연달아 개최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시가

2013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최한 대규모 회고전 <구타이: 근사한 놀

이터 (Gutai: Splendid Playground)>이다. 이 전시는 무엇보다 서구 미술

의 기준으로 일본 미술을 해석하거나 특수한 “일본성”에서 독자성을 찾

아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전시들과는 다르

게, 기존의 평가를 비판함과 동시에 구타이미술의 국제적 동시성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이 전시의 도록에서도 드러난다. 전시기획자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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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산드라 먼로(Alexandra Munroe)와 밍 티암포(Ming Tiampo)는 전지

구화(globalization)와 문화 인류학을 연구한 아라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적인 시각을 통해서 구타이

전시를 기획하였다. 아파두라이는 저서에서 “새로운 전 지구적 문화 경

제는 더 이상 현존하는 중심-주변 모델들의 용어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적인 질서(disjunctive order)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는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분류학

적이 않다고 설명했다.3)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에 문화다양성이나 다문

화주의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구와 비서구의 현대성은 모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동시대적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구타이가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평가를 거치

면서 재고의 대상이 되어 온 배경과 그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시작하였

다. 연구를 통해서 구타이미술과 구타이 그룹이 활동하던 당시의 일본

안팎의 평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해산 이후에도 구타이는 회고전

을 거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조명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1970년대에는 간사이 지방

출신의 구타이 그룹을 일본 내에서도 알리기 위해서 간사이 지방의 미술

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실험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회고전이 개최되었

다. 1980년대에는 일본 안팎으로 전후 일본미술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고,

전후에 활동한 다른 미술가들과 함께 구타이는 전위적인 그룹으로서 평

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른 전후 일본미술가들을 평가하는 기

3) 아라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1996), 차원현 외 옮김, 현

실문화연구, 200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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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안에서 구타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1990년대

에 들어서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구타이를 단독으로 소개하는 전시

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전시들 역시 서구의 시각에서 구타

이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의 평가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소개한 2000년대 이후 외국에서의 구타이 회고전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구타이가 당시 서구 미술계와 교류하며 평행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여 이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구타이미술의 “동시성

(contemporaneity)”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미술계에서 비서구 미술에 주목하는 담론 속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약 60년 동안 변화해 온 구타이미술에 대한 평가들

을 분석함으로써 국제 미술계 속에서의 일본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구타이가 활동하던 시기에 존재했던 일

본과 서구의 각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미술계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으

며, 그룹 해산 이후에 소개된 재구축전과 학술연구를 통해서 변화된 구

타이에 대한 평가를 파악함으로써 국제 미술계의 담론이 역사적으로 어

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구

타이의 미술활동과 재구축전에 대하여 고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구타이미술협회(具体美術協会), 구타이 재구축전, 앵포르멜

미술, 일본 전위미술, 전후 일본미술, 일본미술 비평,

구타이미술의 동시성

학 번: 2013-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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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구타이미술협회는(具體美術協會, 이하 ‘구타이’로 표기)는 일본 간사이

(関西)지방의 오사카(大阪)와 아시야(芦屋) 지역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약 18년 동안 활동했던 일본의 미술그룹이다. 이

들은 그룹의 창립자인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5-1972)의 지휘 하에

미술작품의 재료, 표현방식, 장르 등을 확장시켜 진흙에서 뒹구는 행위나

나무에 물감을 채운 비닐을 거는 작품 등, 전위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혁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1950년대 중반부터 야외에서의 전시와 무대를 활용한 전시를 추

진하였다.

이러한 구타이의 활동은 1950년대 말 외국 전시로 이어졌다. 그 배경

에는 구타이 창립 후 그룹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룹 멤버들이

발행한 잡지 『구타이(具体)』를 활용하여 서구의 영향력 있는 비평가들

과 작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하고자 했던 그룹의 노력이 크게 작

용하였다. 이들의 전위적인 미술활동과 미술가의 저술들이 실렸던 이 출

판물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1909-1987), 앨런 카프로(Allan Kaprow, 1927-2006) 등 당시 세

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술가나 비평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어 그룹

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1958년 뉴욕에서 개최된 구타이의 첫 외국전 <구타이 뉴욕전>에서는

이들의 초기의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주로 회화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비평계는 그룹의 활동을 그들의 비평의 기준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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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구타이미술을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며, 이와 동시

에 1950년대에 이미 지배적이었던 회화를 중심으로 한 그린버그의 형식

주의 모더니즘 비평이 구타이미술 평가의 기준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구타이가 활동할 당시의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평가는 해산 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구타이미술은 1970년대 이후

부터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각 나라들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미술을

재고하고자 하던 흐름 속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어 재구축(再構築)되었

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실험정신과 선구자적인 심미안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미국에서 출판된 “교과서적인” 미

술사 개괄서인 『1900년 이후의 미술사(Art Since 1900)』에서는 구타이

미술에 대해서, 구타이가 퍼포먼스의 측면에서 폴록에 주목한 것은 결국

가장 흥미로운 20세기 미술의 “창조적 오독(creative misreading)”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 이러한 평가는 앞서 설명하였던 구타이가 활동하던

시기에 형성되었던 서구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술계 내의 담론들이 변화함으로써 구타이미

술의 동시성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되는 전시들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대

표적으로 2013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 <구타이:

근사한 놀이터(Gutai: Splendid Playground)>전을 들 수 있다. 이 전시는

서구 중심주의적인 미술의 태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이 전시에서는 구타이미술이 가진 동시대성을 강조하고 구타이에 대

한 새로운 시각과 위상을 제시하여 국제 미술계가 크게 주목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2013년 2월 14일자 『뉴욕 타임즈(New York

1) Hal Foster. et al, Art Since 1900, T&H, 2004,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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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에서 미술사가 로버타 스미스(Roberta Smith)의 전시평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그들(구타이 그룹)의 노력은 철저하게 서구의 현상으

로서의 전후 모더니즘에 대한 모든 개념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구타이미술에 대한 서구 중심적인 평가들을 반성적으로 재고하여 구타이

미술을 서구적 현상의 파생물로 보지 않고 이들의 국제적 동시성을 강조

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구타이가 활동하던 1950년대부터 그룹 해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해 온 구타이미술에 대한 평가와 그 배경을 고찰하기 위

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구타이미술의 전시와 평가가 변

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타이 회고전에 대해 논문의 제목에

서 “재구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타이의 재구축전과 평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타

이 그룹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1972년 구타이 해산 후 약 40년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구타이미술이 시대적・정치적・문화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어떠한 양

상으로 소개되었으며, 어떠한 해석이 있어왔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변화

는 왜 일어났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구타이가 재조

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미술계 담론의 이해와 그것이 가지는 국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Roberta Smith, “The Seriousness of Fun in Postwar Japan, ‘Gutai:

Splendid playground’ at the Guggenheim”, New York Times, FEB,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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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Ⅰ장의 서론에 이어, 총 두 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구타이 결성배경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미술활동에 대하

여 그들의 실험정신과 국제적 교류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구타이가 결성되기 전부터 구타이가 창립 되는 과

정을 설명함으로써 구타이 그룹이 어떠한 배경에서 창립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타이는 간사이 지방의 젊은 미술가들이 후일 구타이의 리더가

되는 요시하라에게 작품의 비평을 구하고 그에게 미술지도를 받기 위해

서 모이게 된 그룹이다. 이러한 그룹의 결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서 먼저 요시하라가 활동했던 20세기 초반 일본미술계의 상황과

구타이의 활동 거점이었던 간사이 지방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그

룹의 핵심적인 존재였던 요시하라가 그룹 결성 전 어떠한 활동을 추진하

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시하라와 그룹 멤버들이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구타이의 창립 배경을 파악하겠다. Ⅱ장의 2절에서

는 1954년 구타이 결성을 시작으로 초기에 구타이가 야외전과 무대전을

통해서 보여준 실험적인 미술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구타이의

실험적인 작품들은 구타이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

문에 중요하다. Ⅱ장의 3절에서는 구타이의 국제적 미술활동과 해산까지

의 과정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특히 구타이의 국제적 미술활동에 관해

서는 그룹이 본격적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하는 1958년 이후의 전시

활동과 이에 대한 비평들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시대

적, 국가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구타이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구타이 재구축전에 대한 구타이 평가

와 비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문의 Ⅲ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약 40년 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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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타이 재구축전과 이에 대한 비평들을 분석하여 구타이의 재조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연대기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타이의 활동과 작품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소개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전시들이 어떠한 담론들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인지 검

토할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구타이를 여러 차례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국제 미술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활용한 연구자료들과 선

행 연구를 소개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구타이 그룹이 발행한 잡지『구타

이(具体)』에 수록된 그룹 멤버들의 저술과 구타이미술에 관한 연구, 이

에 대한 비평, 그리고 전시도록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아시야시립 미술박물관(芦屋市立美術博物館)에서 1994년 발행한

『구타이자료집(具体資料集)』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집은

잡지『구타이』의 내용 전문을 수록하고 구타이 활동 당시의 전시들을

연대기순으로 총망라한 자료집이며, 논문에서는 이를 구타이미술의 활동

을 정리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같은 미술관에서

발행한 『구타이전 I・II・III(具体展 I・II・III)』의 전시도록을 통해서

구타이 야외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타이 멤버들의 구체적인 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04년에 구타

이미술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시와 함께 출판된 히라이 쇼이치

(平井章一)의 저서 『「구타이」란 무엇인가?(「具体」ってなんだ?)』를

통해 구타이와 요시하라 지로의 활동을 파악하였다.

2011년 영어로는 처음으로 출판된 구타이 연구서인 밍 티암포(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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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mpo)의 저작 『구타이: 탈중심 모더니즘(Gutai: Decentering

Modernism)』은 본 연구자가 구타이미술에 대한 서구미술계의 다양한

평가와 당시 구타이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들에 착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점에서 논문의 시작점이 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Ⅲ장에서 소개되는 1970년대 이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전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당 전시의 전시도록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Ⅲ장 4절에서 설명하는 2000년대의 이후 미술계 담론의 동시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테리 스미스(Terry Smith)의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What is Contemporary Art)』, 토미이 레이코(富井玲子)의 「1960년대

“국제적 동시성”: 일본과 그 너머의 미술에 관하여(International

Contemporaneity’ in the 1960s: Discoursing on Art in Japan and

Beyond)」, 그리고 아라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이

중심이 되었다.

구타이에 대한 국내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2005년 서울대학교대학원에

서 발행된 박선영의『구타이(具體)미술과 국제 미술과의 관계』와 2007

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발행된 구나연의『구타이미술(具体美

術)과 일본 전후(戰後) 모더니티의 경험』이 있다. 전자는 구타이 그룹의

역사를 파악하고 구타이미술의 특징과 국제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

였다. 후자는 구타이 미술이 전후 모더니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한 논문으로, 구체적으로는 구타이미

술에 나타난 모더니티의 성격, 초기 구타이가 회화로 전환된 배경, 그리

고 구타이 회화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구타이 그룹의 형성 배경부터 초기의 실험적인 미술활동과

국제적 교류활동을 살펴보고 구타이미술이 활동할 당시에 일본 안팎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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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룹 해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구축전을 통해서 구타이미술이 어떠한 양상으로 소개되고

재조명되었는지 그 흐름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구타이미술에 대한 국제적 재조명

의 변화 양상을 알아볼 수 있으며, 구타이미술이 가진 동시성과 국제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했다는 점에서 구타이의 활동 당시의 미술을 중심으

로 다루었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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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구타이미술협회의 결성과 미술활동

구타이(具体)는 1954년 리더인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5-1972)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일본 간사이 지방의 아시야시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한 그룹이다. 그룹에서 요시하라는 그룹의 중심적인 지도자의 역할

을 수행한 인물로서, 구타이 멤버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며,

1972년 그의 사망과 동시에 그룹 멤버들이 해산을 결정할 만큼 구타이를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먼저 구타이의 결성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시하라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반의 일본 미술과 구타

이가 결성된 간사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가 구타이 그룹

결성 전 일본 미술계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나

아가 그와 구타이의 멤버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함으로써

구타이 그룹의 창립배경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구타이 결성과정을 살펴보고 구타이의 초기 실

험적 미술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룹 결성 초기에 구타이는 요

시하라가 주장한 “남을 따라하지 마라.”,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것을 해

라.” 등의 구타이의 핵심 신념에 따라 실험적인 미술활동을 전개하였다.

1955년 구타이는 멤버들을 중심으로 첫 야외에서의 전시를 가지면서 지

역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는 무

대를 사용한 전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후일 이어지는 구타이

의 혁신성과 실험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식되었다. 따

라서 구타이 초기의 미술활동에 대해서 구타이 결성부터 잡지 『구타

이』의 발행, 그리고 구타이미술 초기의 야외전과 무대전 등의 전시 방

식을 소개하고, 그 전시들을 통해서 선보여진 작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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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구타이의 국제적 미술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할 것이다. 초기에 구타이는 그들이 발행한 잡지『구타이』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주변부적 위치의 한계를 극복하여 외국의 저명한 인물들에

게 자신들의 미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누구

보다 구타이미술을 공감하고 이들과 함께 전시를 하며 활동했던 것은 프

랑스의 미술비평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1909-1987)이다. 그를 통

해 구타이는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개최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활

발하게 외국에서의 미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구타이는 1962년 그들

만의 전시공간인 구타이 피나코테카(グタイピナコテカ)를 설립하고 구타이

멤버의 개인전과 외국미술가의 전시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서구 미술계

와 교류하였다. 따라서 구타이가 전개한 외국에서의 전시, 구타이 피나코

테카에서의 활동, 그리고 1972년 구타이의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구타이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 중점적으로 고

찰해보고자 한다.

1. 구타이미술협회의 창립배경

(1) 20세기 초반 일본미술과 간사이 지방

구타이가 주로 활동했던 1950년대 후반부터는 구타이 이외에도, 일본

의 전위 미술 그룹으로 불리는 규슈파(九州派,　1957-1962), 네오다다 오

거나이저(ネオ・ダダイズム・オルガナイザーズ, 1960-1962), 하이레드센터(ハ

イレッド・センター, 1962-1964) 등, 종래 미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

을 깨거나 확장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미술가 그룹들의 전위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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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졌다. 구타이를 포함한 이 시기 일본의 전위적인 미술활동은

일반적으로 “전후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술”이라는 범주에서 논하여 질

정도로 공통적인 시대적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타이는 이러한 미술 경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192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을 했던 요시하라 지로가 중심축이었던 그룹이었다. 따라서 구

타이의 결성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의 미술계의 움직임과

요시하라의 출신지인 간사이 지방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민주주

의와 자유주의 사조나 운동이 활발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

シー)”3)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 운동은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급격한 근대화의 움직임의 반향으로 일어났

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젊은 세대들은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 과정

에서 느꼈던 모순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재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

의 변화는 예술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내면세계, 개성 등

을 이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 시기에 외국 유학을 경험한 미

술가들의 귀국이 차례로 이루어지면서 서구 미술을 직접 접한 젊은 미술

가가 늘어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1910년에 문예지『시라카바(白樺)』

를 통해 결성되어 활동했던 시라카바의 자유주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는

문예사조에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들이 예술 장르 전반에 등장했다. 이

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일으킨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미술계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문전(文

3) 이 용어는 信夫清三郎의 저서 『大正デモクラシー史』（1954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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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 아카데미즘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미술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전>은 1907년 일본 문부성에 의해 창시된 미술전람회로, 메이지 유

신 이후 서구미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구양파(新旧両派)로 나뉘어 대

립구도에 있었던 일본 미술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창시된 공모전이다.

이러한 신구양파의 대립 양상은 <문전>의 심사위원의 불균형을 초래하

여 초기에는 미술가들이 작품 출품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

지만, 1909년 <제3회 문전>부터는 신구양파의 작품이 모두 출품되면서

그 대립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겪으면서 <문

전>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문전 아카데미

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4)

당시 서구의 미래파, 다다이즘, 구축주의 등에 영향을 받고 문전 아카

데미즘에 반대했던 젊은 작가들은 1912년에 ‘휴잔회(フュウザン会)’, 1914

년에 ‘이과회(二科会)’5) 1920년에는 ‘미래파미술협회’ 등을 설립하였고,

이들은 서구미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미술의 경향으로서 전위적인 미

술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일본 미술계 내의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가리켜 ‘다이쇼기 신흥미술운동(大正期新興美術運動)’이라고 부른

다.6) 일본 미술계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서구의

무분별한 모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7)

4) 北澤憲昭　他, 『美術の日本近現代史-制度・言説・造型』, 東京美術, 2014, p.

162.

5) 요시하라 지로는 1937년부터 요시하라 지로는 이과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는

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 있다.

6) ‘다이쇼기 신흥미술운동’이라는 용어는 오무카 토시하루(五十殿 利治, 1951-)

에 의해 『大正期新興美術運動の研究』(1995)에서 제창된 용어이다.

7) 바바라 베르토치(Barbara Bertozzi)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서구미술의 입장

에서 논하면서, 전통적인 일본미술에서 훌륭한 미술가는 자신에게 맞는 완벽

한 테크닉을 얻기 전까지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지 않고 자신의 스승의 작

품을 모작하는 방법으로 훈련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서구미술을 모방했다는 대전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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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기는 간사이 지방의 한신(阪神)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현

상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오사카(大阪)의 ‘한(阪)’과 고베(神戸)의 ‘신(神)’

을 묶어 이 일대를 한신지역이라고 하는데, 구타이가 결성된 아시야시

(芦屋市)는 고베시와 동일하게 효고현(兵庫県)에 속한 도시로서 오사카

와 고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구타이가 결성된 곳이자

요시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구타이 멤버들의 출신지인 이 지역은 수도

인 도쿄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지역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메이지(明治) 정부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공업화 정책이

있다. 철도개통을 시작으로 한신지역의 도시발전이 고속화되었다.8) 그리

고 이러한 근대적 발전이 도시의 건축, 문화, 생활양식, 예술 등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것을 “한신간 모더니즘(阪神間モダニズム)” 현

상이라고 부른다. 간사이 지방의 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나라

현립대학 준교수 토다 키요코(戸田清子)는 간사이 지방이 가진 문화적

특성은 이러한 한신간 모더니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

오사카는 산업화를 통해서 간사이 지역의 상업적인 경제활동의 선두주자

로 발전하였고, 구타이가 결성된 도시인 아시야시(芦屋市)와 거리상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는 고베(神戸) 역시 메이지시기부터 외국인거류지가

에서 이루어진 논리이며, 이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일

본의 입장에서 일본 미술에 대한 정체성과 자생성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arbara Bertozzi & Klaus Wolbert, GUTAI
Japanische Avantgarde 1954-1965, Darmstadt: Mathildenhöhe Darmstadt,

1991, p. 18.

8) 1874년 간사이 지역에 관영철도(官営鉄道, 현재 JR)가 개통된 이후, 1905년에

는 한신전기철도(阪神電気鉄道), 1910년에는 미노아리마전기궤도(箕面有馬電

気軌道, 현재 한큐급행전기철도(阪急急行電気鉄道)라는 사철(私鉄)들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9) 戸田清子,「阪神間モダニズムの形成と地域文化の創造」,

奈良県立大学『研究季報第19巻 第4号』, 2009年3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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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이 되어 추진된 무역활동을 기반으로 국제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고베는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그 문화를 주변 지

역에까지 전파시킴으로써 문화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도시가 된 것이

다.

토다는 한신지역의 근대화를 통해 주택지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스포

츠 시설이나 놀이시설, 그리고 다카라즈카 대극장(宝塚大劇場)과 같은 문

화시설이 등장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 시기부터 이벤트, 박람회, 전시회와 같은 문화행사가 번성하여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오사카와 고베 사이의 모더니즘을 규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시

대성(메이지말기~태평양전쟁 직전)”과 “지역성(오사카, 고베 지역 일대)”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전통과 모던”, “보수와 혁신”과 같이,

서로 상반되거나 상이한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

는 과정에서 간사이 지방의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온 것을 말한

다.11) 여기에 표현된 “모던”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듯이 고베를 비롯한 간사이 지방의 도시들은 이것이 지닌 지역적 특성으

로 인하여 일찍이 외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으로도 개방적인 특성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사카대학 하시즈메 세츠야(橋爪節也) 교수는 이러한 간사이 지방

도시의 근대화 현상들이 종전 후 구타이를 비롯한 이 지역의 “아방가르

드 미술”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12) 실제로 이 시

10) 위의 글, pp. 60-63.

11) 위의 글, p. 69.

12) 橋爪節也,『戦後大阪のアヴァンギャルド芸術:焼け跡から万博前夜まで(大阪大学総合

学術博物館叢書9)』, 大阪大学出版会, 2013, p. 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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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간사이 지방에는 일본화가 무라카미 카가쿠(村上華岳, 1888-1939),

서양화가 코이데 나라시게(小出楢重, 1887-1931), 하세가와 사브로(長谷

川三郎, 1905-1957),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1903-1972) 등 유명한 미

술가의 아뜰리에들이 지어졌고, 이들은 일본 근현대 미술사에 이름을 남

긴 거장들이 되었다.13) 구타이를 설립한 요시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로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여 미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그가 국제 미술계를 염두에 두면서도 장르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구타이

멤버 각자가 가진 독자성과 개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신념을 가지도

록 이끌 수 있게 하였다.

(2) 요시하라 지로의 활동

요시하라 지로는 1905년, 오사카시에서 3대째 이어져온 식물성 오일

도매상인 요시하라 상점(吉原商店)을 경영하는 가정의 차남으로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14) 그는 14세에 야마모토 카나에(山本鼎,

1882-1946)의 『유화 그리는 법(油絵の描き方)』을 토대로 유화를 독학하

였고, 중학생 시절에는 문예지 『시라카바(白樺)』를 통해 톨스토이, 도

스토예프스키 등 러시아 문학을 비롯하여 세잔, 고흐, 고갱 등 후기인상

주의 화파에 심취해 있었을 정도로 서구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15)

그러나 그가 9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가

13) 軽井沢ニューアートミュージアム編,, 『GUTAI STILL ALIVE 2015 : 具体人

vol.1』,　軽井沢ニューアートミュージアム,　2015, p. 31.

14) ‘요시하라 상점’은 1935년 7월에 요시하라 제유 주식회사(吉原製油株式会社)

가 되었다.

15) 吉原治良,「わが心の自叙伝」, 『神戸新聞』, 1967, 国立新美術館　編, 『「具

体」 ― ニッポンの前衛 18年の軌跡』, 2012, p. 12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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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이어 받아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요시하라는 파리로의 미술

유학을 희망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그는 결국 관서학원(関西学院) 고

등상업학부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공부하였고, 전문적인 미술교육은 받지

못하였다.16) 대학시절에 그는 지인 요시다 히로이치(吉田博一)의 소개로

젊은 미술가 단체인 초원회(艸園会)에 입회하여 활동하였으며, 대학교 회

화부 현월회(弦月会)에서도 활동하였고, 고베학생미술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면서 미술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17)

요시하라는 22세가 되던 1927년 그의 첫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카미

야마 지로(上山二郎)와 만나게 된다. 카미야마는 1922년에서 1924년, 그

리고 1925년에서 1927년에 파리에서 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한 작가로, 요

시하라에게 유럽의 문화와 새로운 미술경향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듬해

인 1928년 요시하라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전공을 이어 연구과에 진학하

였고, 그 해 11월 오사카 아사이회관 홀(朝日会館ホール)에서 자신의 첫

유화개인전을 열었다. 56점의 유화작품과 2점의 뎃생, 총 58점이 전시되

었다. 이 전시에서 요시하라는 <연어가 있는 정물(鮭のある静物)>[도판

1], <수통의 창포(手桶の菖蒲)> 등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전시 이후 그는

“물고기 그린 화가(魚の画家)”라고 불리며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

다.18) 그 계기가 된 작품 <연어가 있는 정물>은 서구의 정물화의 영향

을 받은 작품으로 왼쪽 상단에는 창문이 그려져 있고 그 창문 밖으로는

서구 교외를 그린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보인다. 한편 오른쪽 하

16) 관서학원(関西学院) 고등상업학부는 현재 관서학원대학 상학부이다.

17) 초원회는 1926년에 결성된 단체로서 회원으로는 츠지 아이조우(辻愛造), 이

토 케이노스케(伊藤慶之助), 코니시 켄조(小西謙三), 아카마츠 스스무(赤松進),

다카와 킨지(田川勤次) 등 10명 정도가 있었다.

18) 오사카 신미술관 콜렉션, 『구타이피나코테카 Web판(グタイピナコテカ

Web版)』요시하라 지로 약년보

http://www.city.osaka.lg.jp/contents/wdu120/artrip/gutai_yoshihara_life.html(

최종접속일: 201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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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는 긴 나무 테이블 위에 천과 바구니가 올려져있고, 천 위에는 연어

한 마리가 놓여있으며, 그 주변으로 바구니 속에 생선, 꽃, 나뭇잎, 그리

고 그밖에도 조개, 레몬 등의 정물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스승인 카미야마를 만났던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창밖의 풍경, 테이블 위에서 보이는 모티프, 전체적인 구도 등에서 서양

화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19)

요시하라는 개인전이 열렸던 그 해 12월에 관서학원 연구과를 퇴학하

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제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지만 손에서

회화를 놓은 적은 없었다. 이 시기에 그는 카미야마의 소개로 후지타 츠

구하루(藤田嗣治, 1886-1968)와 만나게 된다. 후지타는 다이쇼 시대부터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로서, 파리에서는 레오나르도 후지타(Léonard

Foujita)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1929년 9월 23일 후지타가 17

년 만에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요시하라는 자신의 작품들을 그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는 요시하라의 작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이 너무 많

이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요시하라는 절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웠고, 후일 구타이의 멤버들

에게도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마라.”,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것을 해라.”

라고 주장하며 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20)

이후 요시하라는 <손과 카드(手とカード)>(1930)[도판2], <줄을 감은

남자(縄をまとう男)>(1931-33)[도판3] 등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잇달아 제작하였다. 그는 1934년 3월 재차 귀국한 후지타에게 자신의 작

19) 구타이 연구자 밍 티암포(Ming Tiampo)는 이 작품을 다카하시 유이치가 그

린 <연어>(1887)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히는 Ming Tiampo, Gutai :
Decentering Modern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p. 19-20

를 참조할 것.

20) 平井章一 編著, 『「具体」ってなんだ?: 結成50周年の前衛美術グル-プ18年の記

録』, 美術出版社, 200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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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30점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해 9월에 요시하라는 후지타의 추천으로 제21회 이과전(二科展)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그가 출품한 작품은 <돛대(帆柱)>, <밀짚모

자와 작업복(麦稈帽と仕事着)>[도판4], <닻과 조개의 꽃(錨と貝の花)>,

<풍경(風景)>, 그리고 <나팔꽃 여자(朝顔の女)> 총 5점으로 작품 전부

가 입선되었다. 그는 11월에 도쿄 긴자 기노쿠니야 화랑(銀座紀伊国屋画

廊)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 요시하라는 <가미코치(上高地)>,

<줄을 감은 남자(縄を纏う男)>[도판3], <조화와 조개껍데기(造花と貝殻)>

등 회화 약 20점을 전시하였다.21) 이어서 1937년의 제24회 이과전에

<밤 알 비(夜 卵 雨)>[도판5], <그림설명(図説)>, <격세(隔世)>, <기상

(気象)>, <창문(窓)> 등 회화 5점을 출품하였던 요시하라는 특대상(特待

賞)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때 출품한 회화작품들은 모두 구상적인 요소

가 없는 추상회화 작품들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부터 요시하라의

작품이 초현실주의 풍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추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938년 10월 요시하라는 이과회를 통해 알게 된 미네기시 기이치(峰

岸義一)를 비롯하여, 야마모토 케이스케(山本敬輔), 야마구치 타케오(山

口長男), 히로하타 켄(広幡憲) 등과 함께 이과회 내에서 전위적인 성격을

띤 연구 단체인 구실회(九室会)를 결성하고 오사카 지부의 대표로 활동

하게 된다.22) 그러나 당시 일본의 화단에서는 군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21) 가미코치는 일본 나가노 현 마츠모토 시에 있는 명승지이다.

22) 구실회의 창립회원은 위에서 언급한 6명 외 29명이었고 1940년에는 총 45명

이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다. 1939년 5월 니혼바시 시로키야(日本橋白木屋)에

서 <제1회전>, 1940년 3월 긴자 미츠코시(銀座　三越)에서 <제2회전>, 1941

년 9월 긴자 미츠코시에서 <항공미술전(航空美術展)>, 그리고 1943년 5월 일

본악기화랑(日本楽器画廊)에서 <제3회전>을 개최하였고, 이것이 구실회의 마

지막 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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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현실주의 미술을 비롯한 추상미술 작품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요시하라 지로는 이 시기의 상황을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그 시기에는 전쟁회화를 제외한 것들은 “놀이”였고, 비상이라는

시기를 인식하지 않는 당치않은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쇼와 16년

(1941년)의 이과전 이후 육군의 정보관이라는 대좌가 『미즈에(み

ずゑ)』지에 실린 좌담회에서 “오늘도 이과전을 보고 왔지만 이러

한 초비상 시기에 ○나△를 그리면서 놀고 있는 비국민이 있었다.”

고 발언한 것이 기분 나빴다. 23)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술전문 잡지를 통해 추상미술에 대한 부정

적인 낙인이 찍히는 경향이 생겨났고, 전쟁 발발과 함께 추상미술은 추

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하라의 미술활

동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요시하라는 제21회(1934년) 이과전 출품

이후, 제24회(1937년) 이과전부터 전쟁 직전 있었던 제30회 (1944년) 이

과전까지 매해 작품을 출품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이과회는 일시적으로

해산하게 되었지만, 이 단체는 전쟁 직후 1945년에 토고 세이지(東郷青

児)를 중심으로 재건되었고, 재건 후에도 요시하라는 이과회의 간사이

지부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요시하라의 회화는 패전을 기점으로 다시 구상적인 요소를 띠게 된

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그림이 변했다. 추상만으로

는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은, 말하자면 인간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와

23) 吉原治良,「わが心の自叙伝⑤二科九室会のころー抽象画へ傾斜 戦争空気いよいよ

濃厚」,『神戸新聞』, 1967. 7. 2. 尾崎信一郞, 「中斷としての繪畵史」, 『미술사

논단』(37), 한국미술연구소, p. 2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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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이것을 반영하는 작품이 <아이

들(子供たち)>(1947)[도판6], <새와 인간(鳥と人間)>(1949)[도판7] 등이라

고 밝혔다.24) 또한 그는 같은 글에서 전쟁 직후 위와 같은 어두운 그림

을 그리던 한편으로 “미술의 큰 흐름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다

이즘이 발생한 것처럼 전쟁 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생각이 그림의 세계에

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저술하였다.25) 전

쟁 이후의 이러한 그의 미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후일 결성하는 구타

이미술의 기반이 되었다. 즉 그는 전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작품 활동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

가 또 한 가지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그림의 세계”에 이러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그에게 미술 활동은 적어도 이

시기까지도 회화의 세계 안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3) 요시하라 지로와 그룹 멤버들의 만남

구타이는 간사이 지방의 젊은 미술가들이 요시하라 지로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구하고 그에게 미술지도를 받기 위해서 모이면서 자

연스럽게 그룹의 형태를 갖추게 된 단체이다. 따라서 주요 멤버들이 모

이게 된 과정, 방법, 목적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룹의 형성과정과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야시립미술박물관의 전 학예사이자 구타이를 연

구한 야마모토 아츠오(山本淳夫)는 요시하라를 중심으로 초기 구타이 멤

버들이 모이게 된 계기를 요시하라의 아뜰리에에서의 지도, 초기의 <아

24) 吉原治良,「わが心の自叙伝⑥野外展と舞台利用　今までなかった絵を」,

『神戸新聞』, 1967. 7. 9, (주 23), p. 250.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이후에 등장하는 문헌의 각주에 대해서

처음 제시했던 각주의 번호를 괄호 안에 넣어 기재한다.

25) 위의 글,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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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시전(芦屋市展)>, 그리고 현대미술간담회(現代美術懇談会), 이 세 가

지로 정리하면서 이를 그룹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26)

첫 번째로 모임의 계기가 된 곳은 아시야시 킨미츠쵸(公光町)에 소재

한 요시하라 지로의 아뜰리에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요시하라는 1930

년대부터 <이과전>에 참가하여 매회 자신의 회화작품을 출품하였고, 전

후에는 이과회 간사이 지부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간사이 미술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명

성을 들은 젊은 미술가들은 그에게 작품 비평과 미술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의 아뜰리에로 찾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1947년부터 1948년 중순까지 약 1년 동안 이 아뜰리에에서 회화교

실이 열렸다. 이러한 모임이 점차적으로 그룹의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구타이 초기 멤버 중에서도 요시하라의 아뜰리에를 가장 먼저 방문한

미술가는 시마모토 쇼조(嶋本昭三, 1928-2013)이다.27) 그는 1947년 지인

을 통해 요시하라를 소개받은 후 요시하라의 아뜰리에를 정기적으로 방

문하여 미술지도를 받거나 작품비평을 구했다. 같은 해에 야마자키 츠루

코(山崎つる子, 1929-) 역시 그의 아뜰리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뜰리에를 방문하기 1년 전에 아시야시의 세도소학교(精道小学校)에서

열린 미술교실을 통해서 이미 요시하라와 만난 적이 있었다. 이 미술교

26) 山本敦夫, 「「具体」1954-1972」,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 『具体展 I・II・
III』, 芦屋市文化振興財団, 1994, pp. 6-26.

27) 요시하라 지로는 1963년「구타이 그룹의 십년」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멤버

중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나의 아뜰리에를 방문한 것은 시마모토 쇼조, 야마

자키 츠루코 둘 중 하나이다. 연령이 알려지니까 야마자키는 싫어하겠지만 나

는 야마자키가 더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회고하였다.(「具体グルー

プの十年(その一)」,『美術ジャーナル』第38号) 그러나 야마자키 츠루코는 1985

년 7월 12일의 인터뷰에서 아뜰리에에 이미 시마모토의 작품이 있었기 때문

에 자신보다 먼저 아뜰리에에 있었다고 밝혔다.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 『具

体資料集』, 芦屋市文化振興財団, 1993,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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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아시야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여 여름방학 중에 3일 간 개최했던

프로그램으로, 강연회와 미술실습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요시하라의 현대

미술에 대한 강연과 미술실습은 그녀를 매료시켰고, 그 후 그녀는 요시

하라의 아뜰리에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47년 말엽에는 아동 시

(詩) 투고 잡지인 『기린(きりん)』의 편집장이었던 우키타 요조(浮田要三,

1924-2013)가 요시하라에게 잡지의 표지그림을 의뢰하기 위해서 아뜰리

에에 방문하면서 그와 만나게 되었다. 우키다는 그 만남을 계기로 요시

하라와의 교류를 이어갔고, 1955년 구타이 야외전에 참가하면서 정식으

로 구타이 멤버가 되었다.28)

구타이 멤버가 모이는 두 번째 계기가 된 것은 초기의 <아시야시전>

이다.29)[도판8] 이 전시회는 1948년 4월 29일 요시하라 지로가 결성한 아

시야시 미술협회와 아시야시가 개최한 연례 미술공모전으로, 작품의 크

기, 스타일, 출신배경 등에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었고,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운영되었던 전시이다.30) 이 공모전은 젊

은 미술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특이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출품해도 우수

한 작품이라면 입선하여 수상할 수 있는 전시로 알려져 미술가들의 자유

28) 구타이 초기 멤버들은『기린(きりん)』뿐만 아니라 어린이 미술전시회인 ≪도

비전(童美展)≫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아동미술에 관심이 높았다. 그들

은 어린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에 자극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

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1956년 11월 『미육문화(美育文化)』Vol.6 에 실린

카나야마 아키라(金山明)의 글「구타이와 아동미술(具体と児童美術)」과 시마

모토 쇼조(嶋本昭三)의 글「아이답지 않은 그림이 좋다(子供らしくない絵の方がよ

い)」, 그리고 1993년 1월 24일에 열린 강연회「구체적인 이야기:　무라카미

사브로　vs. 시라가 카즈오」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9) 제1회전부터 제4회전까지는 ≪아시야시미술전람회≫이며, 1997년까지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다.

30) 「제1회 아시야시미술전람회 규정」에는 “몇 명이든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

습니다.”, “크기는 제한이 없음.” 이라고 밝히고 있다. 芦屋市美術協会 編,

『芦屋市展　1948－1997』,芦屋市美術協会, 1997,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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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표현의 거점이 되는 공모전이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특성은 실제

<제7회 아시야시 전>(1954)과 <제8회 아시야시 전>(1955)의 전시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시의 특집 기사의 제목은 “12세의

소녀도 입선”, “발로 그린 그림도 입선”, “창조적이 된 모던 아트”, “천을

엮은 서양화”, “존중되는 ‘자유’” 등으로,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는 작품들

이 다수 입선하는 공모전이라는 사실이 간사이 지역 전역에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31)

위에서 나열한 전시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시는 전

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시를 기획한 단체인 아시야

시 미술협회 창립멤버의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창립멤버의 대표

는 요시하라이며, 그밖에는 이과회에서도 전위적인 성격을 띤 구실회에

서 그와 함께 활동하였던 이노우에 카쿠조우(井上覚造), 야마모토　케이

스케(山本敬輔), 그리고 신흥사진운동으로 유명한 “아시야카메라클럽(芦

屋カメラクラブ)”의 주요멤버들을 비롯한 25명이 아시야시 미술협회의

창립멤버였다.

요시하라가 <아시야시전>의 대표 심사위원이었던 것은 구타이 그룹

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룹의 멤버인 모토나가 사다마사(元永定正,

1922-2011), 요시다 토시오(吉田稔郎, 1928-1997) 등은 <아시야시전>을

계기로 구타이의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후일 구타이의

주요 멤버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모토나가는 1955년의 <제8회 아시

야시 전>에 작품 <돌(石)>(1955)[도판9]을 출품하였다. 이 작품은 자연

석에 검정, 빨강, 노랑 등의 애나멜 도료(塗料)를 칠하고 짧은 밀짚을 꽂

31) 기사가 나열된 순서대로, 요미우리신문-한신판-(読売新聞-阪神版-)　1954年

6月 8日, 読売新聞(阪神版) 1955年 6月 7日, 『아사히신문-한신판-(朝日新聞-

阪神版-)』1955年 6月 7日, 『마이니치신문-한신판-(毎日新聞-阪神版-)』1955

年 6月 9日, 『요미우리신문-한신판-(読売新聞-阪神版-)』　1955年 6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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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요시하라는 『요미우리 신문–한신

판-(読売新聞-阪神版-)』의 1955년 6월 11일자 기사에서 “돌과 밀짚의

만남이 기이하기는 하지만 유머가 있고 미소를 짓게 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32) <아시야시 전>을 계기로 모토나가는 1955년의 구타이 야외

전에 참여하면서 정식 구타이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구

타이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타이 그룹의 가입을 목적으로 <아시야

시전>에 출품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구타이 결성의 계기가 된 단체는 현대미술간담회이다. 이

단체는 ‘겐비(ゲンビ)’라는 약칭을 지닌 미술단체로, 1952년 11월에 아사히

신문사 미술기자인 무라마츠 히로시(村松寛)의 주선으로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미술관계자 및 미술가들이 모여 발족한 일종

의 미술연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구성원들의 친목과 연구를 위

해 매월 1번의 예회(例会)와 연구회를 열고, 매회 과제를 설정하여 강연

이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일 년에 1-2회 공모전인 <겐비전(ゲンビ

展)>을 열어 많은 신인들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겐비는 회화, 공예, 사진 등의 장르를 넘어서 서로 다른 장르간의 교

류가 활발히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 단체가 전위적인 성

격을 보였던 단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겐비의 성격은 간사이

지방이 당시 미술단체의 정치적 성격이 뚜렷했던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서예, 도예 등 전통적인 조형의 세계가 문화적 기반에 있었던 지역

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33)

요시하라 지로는 1963년 저술에서 구타이 그룹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겐비에는 시마모토를 비롯한 나의 아뜰리에의 멤버들이

32) 吉原治良, 「ユーモアがある」, 『요미우리신문-한신판-(読売新聞-阪神版-)』,

1955年 6月 11日.

33) 山本敦夫(주 26), pp. 8-9, 平井章一(주 2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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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열정적으로 참가했다”고 회고하였다.34) 그러나 이 단체가 간사이

의 전위를 표방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만큼 구성원들의 주장이나 각

자의 입장이 상이하여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다.35) 겐비가 구타이 결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는 요시하라가 밝히듯이 기존 아뜰리에의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점 외에도, 후일 구타이 멤버가 되는 ‘0회(제로

회, ゼロ会)’의 멤버들과 교류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단체이기 때문이

다. ‘0회’는 당시 신제작협회 멤버였던 시라가 카즈오(白髪一雄,

1924-2008)를 중심으로 카나야마 아키라(金山明, 1924-2006), 무라카미

사브로(村上三朗, 1924-1996), 다나카 아츠코(田中敦子, 1932-2005) 등이

모여 서로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활동하던 그룹이다. 시마모토 쇼조는

1954년 구타이가 결성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룹의 엄격함이 원인

으로 창립멤버 중 8명이 그만두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멤버를

구하던 중, 겐비와의 연이 있었던 ‘0회’ 멤버들을 떠올렸고, 일시적으로

그룹에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들을 설득하여 요시하라에게 소개하였

다.36) ‘0회’의 멤버들 중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4명이 구타이에 관심을 보

여 1955년 정식으로 구타이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다.

34) 吉原治良，「具体グループの10年　(その１)」,

『美術ジャーナル』第38号，1963. 03.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324.

35) 吉原治良(주 27), p. 324

실제로 겐비는 1955년 제3회 겐비전 이후 멤버가 대거 탈퇴하게 되며,

1957년까지 존속하다가 자연소멸하였다. 平井章一(주 20), p. 26.

36) 시마모토 쇼조와 0회의 접점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시미모토 쇼조의 인터뷰

嶋本昭三オーラル・ヒストリ 2008.08.21.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shimamoto_shozo/interview_01.php

(최종접속일: 2015년 9월 3일)과 1993년 1월 24일에 열린 강연회「구체적인

이야기:　무라카미 사브로　vs. 시라가 카즈오」,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p. 202-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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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타이미술협회 결성과 실험적 미술활동

(1) 구타이미술협회 결성

구타이 그룹은 잡지 『구타이』의 발행 과정에서 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그룹의 멤버들은 결성 전부터 요시하라

지로의 아뜰리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공모전에 참가하는

등, 이미 그룹의 형태를 띠고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모임이 하

나의 그룹으로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 1954년 8월,

요시하라의 지도를 받던 시마모토 쇼조(嶋本昭三)가 요시하라를 중심으

로 활동하던 미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잡지의 발행을 추진하게 된 것

이다. 그는 잡지의 명칭을 『구타이(具体)』라고 제안하였다.37) 이러한

시마모토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요시하라와 동료 미술가들의 합의 하에

동일한 명칭이 그룹명에도 반영되면서 “구타이미술협회(具体美術協会)”

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룹을 결성하게 된 것이었다.38) 이와

같이 그룹 결성과 잡지 『구타이』의 기획이 사실 상 같은 시기에 이루

어졌기 때문에 잡지 발행이 추진되고 구타이미술협회라는 그룹명이 정해

졌던 1954년 8월을 그룹이 결성된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타이 창립 멤버는 잡지의 창간호에 작품 사진이 실렸던 요시하라를

37) 시마모토는 1985년 6월 15일 인터뷰에서 ‘구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

당시까지 그림은 풍경이나 인물을 빌려서 자신을 표현해왔지만, 거기에서 그

런 것들을 없애면서 보다 구체(具体)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라는 의미

로 구타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였다. 芦屋市立美術博

物館 編(주 27), p. 368.

38) 시마모토는 2008년 8월 21일의 인터뷰에서 멤버들 모두 그룹명을 정하지 못

하고 2-3년이 흘렀는데, 본인이 기관지의 이름을 ‘구타이’로 제안한 것을 계기

로 그룹명이 결정되었다고 회고하였다. 嶋本昭三オーラル・ヒストリ 2008.08.21.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shimamoto_shozo/interview_01.php

(최종접속일: 201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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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총 17명의 미술가들이다. 이 17명은 시마모토 쇼조, 야마자키 츠

루코, 요시다 토시오, 요시하라 지로, 오카다 히로시(岡田博, 1923-), 우

에마에 치이우(上前智祐1920-), 요시하라 미치오(吉原通雄, 1933-1996),

세키네 요시오(関根美夫, 1922-1989), 마사노부 마사토시(正延正俊,

1911-1995), 후나이 유타카(船井裕, 1932-), 츠지무라 시게루(辻村茂, ?),

후지가와 토이치로(藤川東一郎, 1922-), 아즈마 사다미(東貞美, 1927-),

이세타니 케이(伊勢谷圭, 1920-), 오카모토 하지메(岡本一, 1912-), 요시

하라 히데오(吉原英雄, 1932-2007), 그리고 우에다 타미코(上田民子,

1909-)이다. 그러나 뒤에 나열된 8명은 그룹 결성 후 일 년이 되지 않아

요시하라의 엄격한 그룹 운영방식과 그룹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그룹을 탈퇴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창립멤버들의 연이은 탈퇴가 이

루어지는 한편 시라가 카즈오, 무라카미 사브로, 카나야마 아키라, 타나

카 아츠코, 스미 야스오(鷲見康夫, 1925-), 모토나가 사다마사 등이 그룹

에 합류하면서 남아있는 그룹 창립멤버와 함께 초기 구타이의 주요 멤버

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룹명의 일부이자 잡지의 명칭인 “구타이”는 한자어 “구체(具體)”의

일본식 발음이다. 이 명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요시하라 지로는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령 『구타이』지 창간호에 실린 「발간을 맞이

하여」(1954)라는 글에서 그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신이 자유롭다는

증거를 구체적(具体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감동을 온갖 다양한 조형을 통해서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

명하였다.39) 이를 통해 그들이 정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가진 물질관에서부터 출

발한 것이었다. 구타이의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태도는 1956년 「구타이미

39)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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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선언(具体美術宣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타이미술은 물질을 변모하지 않는다. 구타이미술은 물질에 생

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타이미술은 물질을 속이지 않는다.

구타이미술에 있어서 인간 정신과 물질은 대립한 채로 악수하

고 있다. 물질은 정신에 동화되지 않는다. 정신은 물질을 종속시키

지 않는다. 물질은 물질인 채로 그 특질을 드러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며, 심지어 절규한다. 물질을 살려내는 것은 정신을 살리는

방법이다.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것은 물질을 고도한 정신의 장(場)

으로 유도하는 것이다.40)

이와 같이 구타이는 미술에서 물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요시하라는 1963년 그룹 결성 10년을 맞이하여 쓴 글에서 역시 구타

이라는 그룹의 명칭이 결정된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는

“구타이”라는 명칭은 “구상”과 혼동되거나, 설명하기 힘든 까다로운 단어

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는 추상, 비형상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이는 구타

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미술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내면을 물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구타이 미술의 물질관을 강조하였다.41)

이처럼 구타이는 물질이 변모하지 않는다는 근거 하에 물질 자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정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구타이가 활동하던 시기에 미술계에서는 추상에 대한 문제가 대

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하라는 “구타이”라는 용어에서 그들의 신념이

혼동되었던 점을 강조하며 구타이의 물질관을 거듭 강조한 것이었다.

40) 吉原治良, 「具体美術宣言」,　『芸術新潮』, 第7号, 1956, 12, pp. 203-204.

41) 吉原治良(주 34),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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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지『구타이』

구타이의 첫 번째 공식적인 그룹 활동은 잡지『구타이』지의 발행이

었다. 1955년 1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65년 10월 14호까지 총 12권

이 발행되었다.42)[도판10] 잡지의 창간호는 1955년 구타이 멤버로 합류하

는 우키다 요조의 인쇄기를 사용하여 고시엔구치(甲子園口)에 위치한 시

마모토의 집에서 제작되었다. 이 잡지는 인쇄부터 제본까지 모두 멤버들

의 수작업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창간호 500부를 발행하였다.43)

시마모토는 2008년 인터뷰에서 그가 1950-52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

(作品)>(1950-52)[도판11]이 『구타이』지가 발행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

고 설명하였다.44) 이 작품은 미술가가 신문지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제작한 작품이었는데, 당시 아무도 시마모토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

았다. 그런데 요시하라만이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 내에서

그 작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잡지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보자고

제안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잡지발행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45) 이러한

맥락에서 요시하라는 구타이 결성 당시부터 세계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42) 『구타이』지 10호와 13호는 결호(欠号)이다. 10호는 1958년의 제6회 구타이

전(구타이 뉴욕전)의 특집호가 계획되었지만 원고분실을 원인으로 간행되지

않았다. 13호는 1962년 구타이피나코테카 개관시 발행된 팜플렛에 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당시 구타이 피나코테카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회원의 친필작품 등을 수록하는 호화로운 내용구성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실

제로 간행된 흔적은 없다.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310 참조.

43) 시라가 카즈오는 1967년 7월 『미술수첩』의 「冒険の記録ーエピソードでつづ

る具体グループの12年（連載第一回）」라는 글에서 500부라고 기록하고 있으

나, 300부, 혹은 800부라는 설도 있다.

44) “제가 구멍이 난 작품을 가지고 갔는데(요시하라) 선생님은 칭찬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이런건 회화가 아니야. […]’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요시하라 선생님께 말했더니 ‘그럼, 잡지 같은 기관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면 알겠지.’라고 하시면서 ‘네가 중심이 돼서 해봐라’라고[…]”시마

모토 쇼조의 인터뷰(주 38), 2008.08.21.

45) 시마모토 쇼조의 인터뷰(주 38), 20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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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는 잡지의 전문을 일문과 영문으로 병기한 점에서도 명백

하게 드러난다. 또한 요시하라는 앞서 인용한 『구타이』지의 창간사에

서도 구타이가 국제적인 교류를 염원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다.

이 책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찬스임을 믿고 있습니다. […] 각각의 작품을 통해서 서로가

깊은 공감과 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 미술이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해방된 자유의 장(場)이 되는 것이

며, 이는 그 자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조가 비로소 인류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을 깊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46)

이와 같이 글에서 요시하라는 잡지의 출판 의도를 밝히면서 독자를

“전 세계의 사람들”로 상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구타이가

이 잡지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교류하고자 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깊은 공감과 우정을 얻을 수 있다”거나

“현대미술이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해방된 자유의

장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구절에서 미술가로서의 전위적인 태도나 구체

적인 미술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기 보다는 일종의 인도주의적인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향한 원대한 포부는 그의 다른 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1958년 요시하라는, “우리는 국제적 공통의 장(場)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곳은 동양과 서양의 미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술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46)　吉原治良, 「発刊に際して」,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1955,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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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47) 이에 대해 2011년 처음으로 구타이에 대한 영문 연구서를

출판한 밍 티암포(Ming Tiampo)는, “구타이의 개념 속에서 미술계는 우

편제도, 여행,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인쇄물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

던 네트워크로 걸쳐져 있는 국제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구타이는 미술계

를 국제적으로 생각하였고 (그들은) 아방가르드의 전통을 기반으로 만들

어졌으며, 매체를 통한 전략과의 결합을 통해 중심과 주변부 미술가 모

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48) 나아가 그녀는 이러한 점이 “구타이의 (서구 중심 미술의) 탈중심

화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49) 앞서 인용한 요

시하라의 글과 잡지의 창간사에서 구타이가 국제 미술계를 의식하고 활

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녀의 주장처럼 구타이가 서구중심 미

술의 탈중심화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미술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소통하려는 인도주의적인 태도가 우선적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구타이가 국제 미술계를 의식하고 잡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들의

미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전략을 택했던 것은 잡지발행의 계기

가 되었던 시마모토의 작품의 사례와 같이 구타이가 일본 내에서도 주변

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사이 지방이 가진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타이 발간에 대하여 1955년 1월 21일

자 신코신문(神港新聞)에서는, “국내의 미술 잡지는 대부분 처음부터 끝

까지 외국작가의 소개만을 다루기 때문에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

47) Yoshihara Jiro, "A Statement by Jiro Yoshihara: Leader of the Gutai,"

Martha Jackson Gallery press release, September 17, 1958, Archives of the

New Gallery, Bennington College, Bennington, Vt., Ming Tiampo(주 19), p.

3에서 재인용.

48) Ming Tiampo(주 19), p. 3.

49) 위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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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의 작품, 특히 신진의 작품발표를 희망하지 않는데, 이러한 세상

에서 작품의 비평을 받기 위해서 전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잡지를 만들

어 작품을 국내외로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잡지를 만들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50) 이처럼 구타이는 잡지를 통해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자신들의 미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동 기반을 세계로 확장

시키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구타이』지는 일본 내의 미술관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1909-1987), 이브 클리인(Yves Klein), 존 케이지(John Cage),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그리고 피에르 레스타니 (Pierre

Restany)등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나 비평가에게 직간접적

으로 전달되었다.51) 이를테면, 1956년 잭슨 폴록 사후, 그의 아뜰리에에

서 『구타이』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비평가이

자 폴록의 친구였던 프리드만(B.H. Friedman)은 폴록의 아뜰리에에서

『구타이』 2호와 3호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시마모토에

게 보냈다. 그 편지의 일부는 『구타이』 5호에서 일본어로 번역되어 다

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폴록씨의 장서를 미망인과 함께 정리하던 중 『구타이』 2호와

3호가 발견되어 폴록 씨가 구타이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폴록 씨와 동종의 비전

50) 神港新聞, 「美術雑誌を作成, 阪神若手画家グループ　外国へ批判求む」,

1955年 1月 21日.

51) 잡지가 전달된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Tijs Visser, “Mal

Communication”, Gutai: Dipingere con if tempo e to spazio (Gutai:
Painting with Time and Space), Museo Cantonale d'Arte; Milan: Silvana

Editoriale, 2010, pp. 15-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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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리얼리티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망인은 2호와 3호를 1

권씩 저에게 주셨지만, 부디 1호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3호

이후가 발행된다면 꼭 발송을 부탁드립니다.52)

잭슨 폴록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첫 전시는 1951년 2월 <제3

회 앙데팡당전>이며, 이듬해 개최되는 <제1회 일본 국제미술전>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서는 폴록의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본 비평계는 폴록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57년 프

랑스 비평가 미셸 타피에를 통해 앵포르멜의 화가 중 한 명으로 폴록의

작품이 소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폴록이 앵포르멜 작가

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1951년의 <제3회 앙데팡당전>에서 선보여진 작품들은 5월 오사카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동시대 회화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개최되었는데,

일찍부터 외국의 잡지를 통해서 폴록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요시하라는 이 전시 관람 후 폴록에 대해서 “신비스러운 아름다움과 매

력을 통해서 누구라도 오로지 순수하게 시각적인 의미에서 매력적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즉각적인 방법과 명확한 형태로 표

현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53) 앞서 인용한 「구타이미술선언」에서도

요시하라는 현대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면서 “현대의 미술에서는 폴

록과 마티유 등의 작품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54)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요시하라는 일찍부터 폴록의 미술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비

전과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폴

52) 『具体』5号,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1957年 4月 1日, p. 290．

53) Jiro Yoshihara and Shin Nakamura, “America no kindai kaiga”, Kansai
Bijutsu no. 13, February 1951, p. 12, Hirai Shoichi, “On Gutai”, (주 51), p.

153 재인용.

54) 吉原治良(주 34), pp. 203-204.



- 33 -

록에 대한 관심은 구타이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중에

서도 시마모토는 1956년 『구타이』지를 직접 폴록에게 발송하여 폴록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55) 그는 잡지 발송과 함께 쓴 편지에

서 폴록에게 잡지 구입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면서 구타이 그룹이 추구할

미술적 방향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답변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의

사를 밝혔고, 추가적으로 여분의 잡지를 함께 동봉하면서 구타이 그룹에

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썼다.56)

이처럼 잡지 『구타이』는 그룹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1965년 10월 14호를 마지막으로 종간이

결정되었다. 잡지가 종간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잡지는 일본 내외로 그룹의 활동을

발표하여 비평을 받거나 멤버들의 활동을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잡지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구타이는 1958년부터 외국에서의 전시를 잇달아 개

최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활발하게 외국에서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1965년의 시점에서는 외국에 잡지를 발송하여 자신들을 알리기보다

는 직접 외국에서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잡지의 기능을 대신하여 작품의 비평을 받거나 선전할 수 있는 계기

가 늘어난 것이다. 이미 일본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던 구타이

55) 최근 폴록과 크래이스너 아카이브(Pollock and Krasner Archive)에서 잭슨

폴록 연구자인 오시마 테츠야는 1956년 2월 6일자 인장이 찍힌 편지를 발견

하였는데, 이는 시마모토가 폴록에게 보낸 것이었다.

56) Tetsuya Oshima, “’Dear Mr. Jackson Pollock’: A Letter from Gutai,” in

“Under Each Other’s Spell”: Gutai and New York, exh. cat.” Pollock and
Krasner House and Study Center, 2009, p. 13-16, Hirai Shoichi, “On

Gutai”, (주 51), p. 1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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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잡지를 통해 그룹의 미술을 홍보하고 비평을 구하는 소통의 기능

을 전시와 직접적인 관계자와의 교류로써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구타이』의 발행 빈도수와 발행된 시기를 분석하면 더욱 명확

해진다. 이 잡지는 분실된 두 호를 제외하고 총 12권이 발행되었는데,

1955년에 1호, 2호, 3호가 발간되고, 이듬 해 4호와 5호, 1957년에 6호, 7

호, 8호가 발행되어 뉴욕전이 개최되는 1958년에 9호까지 발행되었다. 즉

결성 후 5년 동안 전체 발행 부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권수가 발행되

었던 것이다. 10호의 원고가 분실된 이유도 있겠지만 1959년에는 잡지

발행이 되지 않았고,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한 권씩 발행하였다. 13호

는 원고가 분실된 관계로 1962년부터 1964년까지 3년 동안 『구타이』는

전혀 출판되지 않았으며, 1965년에 마지막 14호를 발행하였다.

『구타이』가 종간이 된 두 번째 요인으로는 1962년 오사카에 설립된

“구타이 피나코테카(グタイピナコテカ)”를 들 수 있다. 이는 구타이가 설립

한 전시공간으로, 이곳을 통해서 1960년대 이후 구타이는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할 수 있었다.57) 이 기관에서는 전시와 함께 전시를 소개하는 잡

지『피나코테카 (ピナコテカ)』를 발행하였는데, 두 잡지가 수행하는 기능

이 중복되었음을 느끼고 『구타이』의 종간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인

다.

(3) 야외전과 무대전

구타이는 미술에서 혁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전

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시방식인 야외전과 무대전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구타이 그룹의 멤버들이 공간성과 시간성을 고

57) 구타이 피나코테카에서의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은 이글의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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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기존의 미술 개념을 확장

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룹의 첫 번째 야외전은 1955년 <한 여름 태양

에 도전하는 모던아트 야외 실험전(真夏の太陽に挑むモダンアート野外実験

展)>(이하 <야외실험전>으로 칭함)이며,58) 이후 1956년 <단 하루 동안

의 야외전(一日だけの野外展)>(통칭 <폐허전>)59), 1956년 <야외 구타이

미술전(野外具体美術展)>, 1960년<제9회 구타이미술전(인터네셔널 스카

이 페스티벌)> 등이 열렸다. 이렇게 구타이의 공식적인 야외전은 총 네

번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1955년 <제1회 구타이미술전> 과 이듬해

<제2회 구타이미술전>, 그리고 1970년 <만국박람회>전 등의 전시에서

는 그룹 멤버가 전시장 밖 야외에서 작품을 선보이거나 “퍼포먼스“적인

작품들을 선보여 야외전의 전시방식을 도입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야

외전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들이다.

위에서 소개한 네 번의 야외전 중에서도 구타이 멤버들이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야외 실험

전>(1955)과 <야외 구타이미술전>(1956)에 대해서, 이 전시들을 개최하

게 된 계기, 전시방식, 그리고 출품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야외 실험전>은 1955년 7월 25일부터 13일간 약 3,700평의 소

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아시야 시(市)의 아시야공원(芦屋公園)[도판12]에

58) <야외실험전>에는 총 40명의 미술가가 참여하였다. 참여 미술가가 모두 구

타이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 중 과반수 이상이 구타이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요시하라 지로의 기획 하에 개최된 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시를

첫 번쨰 구타이 전시로 본다. 平井章一(주 20), p. 39.

59) 1956년 4월 9일 열린 이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폭탄으로 폐허가 된 요시

하라 정유공장에서 열렸으며 <단 하루 동안의 야외전>, <폐허전> 등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라이프지에 실리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시의 자세한 내용은 金山明, 「ライフしゃの具体美術撮影」, 『具体』5

号,1956.7.1.,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p. 84-87와 白髪一雄,「冒険の記録ー

エピソードでつづる具体グループの12年（連載第四回）」,『美術手帳』No. 287,

1967.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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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렸다. 이 전시는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액체・빨강>(1955)[도판13],

카나야마 아키라의 <작품B>(1955)[도판14], 시라가 카즈오의 <부디 들

어가 주세요>(1955)[도판15] 등 23명의 구타이 멤버를 포함한 40명의 미

술가가 참여한 전시이다. 이 전시는 당시 <아시야시 전>의 심사위원이

었던 요시하라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전시로서, 전시가 개최되기 한 달

전인 1955년 6월, 공모전 심사에서 낙선(落選)한 작품들이 야외의 광장으

로 반출되는 장면을 목격한 요시하라는 그것에 착안하여 야외에서의 전

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듬 해 열리는 <야외 구타이미술전> 역시 아시

야공원에서 개최되었고, 그들의 첫 야외전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규모

와 보다 실험적인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요시하라 지로의 <자유롭게 그

려주세요>(1956)[도판16], 무라카미 사브로의 <작품 <하늘>>(1956)[도

판17], 시마모토 쇼조의 <이 위를 걸어가 주세요>(1956)[도판18] 등을

비롯한 구타이 멤버 27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두 전시에는 각각 2

만 명,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구타이의 전위적이고 실험

적인 정신을 지역에서 널리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야외에서의

전시는 구타이가 후일 선구자적인 미술활동을 추진했던 그룹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구타이 멤버들은 야외라는 전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화, 조각

등 기존의 미술개념이나 전시 방식의 틀에서 벗어난 작품들을 제작하였

는데, 이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시도할 수 있는 기폭제적인 역

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우키타 요조가 『구타이』3호에서 이 야외

전에 대해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야외실험전 개최의) 일관

된 의도는 종래의 조형예술의 본연의 자세와 그 전람방법에 대한 레지스

탕스였다는 것이다. […] 처음 체험하는 기대와 불안은 오히려 공통적으

로 신선한 저항이 되었음과 동시에 야외라는 조건은 우리들의 제작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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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양시킬 뿐이었다.”라고 야외전 개최 당시의 구타이 멤버들의 심경

을 설명하였다.60)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야공원의 두 차례의 야외전이 개최되었으며, 이

전시들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전

시된 작품들에서 빛, 물, 바람, 중력 등 자연적인 요소들을 지각할 수 있

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며, 마지막 특징은 미술가의 행위의 흔적이 드러나는 작품이 소개되

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작품으로

<액체・빨강>(1955)[도판13]과 <작품<물>>(1956)[도판19]을 들 수 있

다. 두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비닐에 물감을 넣어 나무에 매달아 놓은

작품인데, 전자는 빨간색 물감을 넣은 비닐을 주머니 모양으로 한 곳에

매달아 결과적으로 물감이 담긴 비닐이 물방울의 형태로 보이게끔 제작

한 작품이며, 후자는 10m 길이의 긴 비닐 튜브의 양쪽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나뭇가지에 연결시켜 그 안에 윗면에 빨강, 노랑, 초록 등

여러 색의 물감을 넣어서, 언뜻 보면 나뭇가지에 연결된 비닐 위에 색깔

비가 내려서 고인 듯이 보이도록 제작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나무에

매달린 비닐이 늘어진 것이 강조되어 중력의 작용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이며, 색채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물, 바람, 중력 등 자연적

인 요소들이 미술가의 작품들을 통해 재해석되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

객에게 평범한 자연적인 요소들이 유쾌한 존재로 느껴지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카나야마 아키라의 <작품B>(1955)[도판14]을 들 수 있다.

60) 浮田要三, 「真夏の太陽に挑むモダンアート野外実験展」, 『具体』3号, 1955年

10月 20日,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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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7m²의 나무판자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 정중앙에 빨간색 고무

공을 놓은 미니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견 전체적으로 정적인 분위

기를 풍기지만 흰 색의 바탕에 빨간색 고무공이 주는 존재감은 강렬한

운동적인 느낌을 주어 인상적이다. 흰 바탕은 해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

가 움직이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밤이 되면 전

시공간에 설치된 조명에 의해서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는 작품

으로 해를 연상시키도록 한다.

야마자키 츠루코는 <방>(1956)[도판20]에서 조명을 이용하였다. 360

× 360 × 270 (cm) 크기의 육면체 형태의 작품이다. 야마자키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에 빨간색 천을 감싸 모기장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고, 내부

에는 전구로 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육면체는 나무에 매달려 지면에서

70cm 거리에 공중에 떠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러한 공중에 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중력을 상기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카나

야마의 작품과 같이 밤에는 그 안에 설치된 조명을 통해서 낮과 밤을 감

지할 수 있게 해준다.

다나카 아츠코는 <바람과 천>(1955)[도판21]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바

람과 해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10m²의 광

택 있는 진 핑크색 천을 펼쳐 한 쪽 면에 다섯 개의 흰색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그 넓은 천이 지면에서 20cm의 거리를 두고 떠 있도록 설치한

작품이다.61) 천 재질의 특성 상 햇빛이 비추면 반짝이고, 바람과 함께 천

이 움직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구타이 야외전에서는 자연이라는 공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하는 작품이 다수 선보여졌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야마모토

61) 30cm 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다. Kato Mizuho, “The Outside Exhibitions:

The Fertile Soil of Tabula Rasa”, (주 51),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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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츠오(山本敦夫)는 “이 시기부터 그들(구타이 멤버들)이 유념한 것은

[…] 전시공간에 지지 않는 강렬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 공간성을 인식하

고 나아가 바람과 빛과 같은 자연현상을 작품에 투영하는 것이었다고 생

각한다.”고 주장하였다.62)

구타이 야외전에서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작

품이 다수 전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시라가 카즈오는 <부디 들어

가 주세요>(1955)[도판15]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은 빨간 색

으로 칠한 약 7미터의 통나무 열 개를 서로 기대게 하여 원뿔 모양을 만

들어 놓고 통나무의 안쪽 면에 도끼로 흠집을 낸 후, 그 자국에 흰색 페

인트를 칠해 관람객이 그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도끼의 흔적과 흰 페인트

자국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작품이다. 시라가는 이 작품에 대하여, “이

렇게 구성된 원뿔 형태의 나무에 도끼로 흠집 내 놓은 (미술가의) 행위

를 (관람자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작품의도를 밝혔는데,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것에 관심

이 있었던 것이다.63) 또한 그는 관객이 직접 작품의 내부로 들어가야지

만 외부에서 관람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도끼의 자국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자국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로 그림을 그리거나 진흙에서 뒹구

는 그의 작품과는 다르게 그가 이렇게 관객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작품

을 제작한 것은 야외전이라는 특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무라카미 사브로의 작품 <작품 <하늘>>(1956)[도판17]은 원추형의

브리키(양철)제의 틀을 세우고, 그 틀에 흰 천을 감싸서 텐트와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제작한 작품이다. 약 4m 높이에 구조체의 안쪽은 핑크색

62) 山本敦夫(주 26), p. 11.

63) 浮田要三, 「真夏の太陽に挑むモダンアート野外実験展」, 『具体』3号, 1955年

10月 20日,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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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작품 안에 들어간 관객은 미술가에 의해서 제

한되어 있는 원형 프레임을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시각

각 변화하는 하늘의 풍경을 미술가가 제작해 놓은 프레임을 통해서 관람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무라카미는 같은 전

시에서 <온갖 풍경>(1956)[도판22]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캔버스를

씌우지 않은 20호의 프레임을 그저 나무에 걸어 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

은 관객의 위치, 시각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프레임 안의 내용이

달리지도록 제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마모토 쇼조는 <이 위를 걸어가 주세요>(1956)[도판18]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듯이 그는 적극적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작품은 360 × 50 × 25 (cm) 크기로 검은 나무

상자 안에 빨간 색으로 칠한 9개의 정사각형 나무판자를 얹어 관객이 그

판자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제작한 작품이다. 시마모토는 『구타이』3호

에서 이러한 관객의 참여를 염두에 두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글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는 “(만약 전야제와 같은 행사가

있다면) 아시야의 일반인들을 불러서 맘보춤이라도 추게 하여, 전시회장

에는 군데군데 캔버스를 소나무에 걸어놓고, 춤추고 있는 사람에게 각자

물감을 칠한 붓 등을 들게 하여, 춤추고 있을 때 그 캔버스를 가까이 해

서 완전히 즉흥적으로 물감을 칠해나간다면 어떨까 진지하게 생각했습니

다.”라고 설명하였다.64) 이러한 그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객의 참여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시하라 지로는 가로 4.5m 세로 2m의 흰색 판자를 칠판과 같이 세

워놓은 작품 <자유롭게 그려주세요>(1956)[도판16]를 선보였다. 이 판자

64) 嶋本昭三, 「マンボと絵画」, 『具体』3号, 1955年 10月 20日,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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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작품명이 제안하듯이 방문객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낙서할 수 있었다. 특히 전시 기록사진에서는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요시하라는

기존의 회화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작품들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을 의도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

가 드러나는 작품에 대해서 학예사 야마와키 카즈오(山脇一夫)는 “이러

한 작품들이 중요한 이유는 회화나 조각이라는 ‘물(物)로서의 미술’에서

‘체험’으로서의 미술로 미술의 틀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65)

구타이 야외전에서 보이는 마지막 특징은 작품에 행위의 흔적을 작품

에 남겼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시라가의 작품에 역시 도끼로 찍는 행

위의 흔적을 남기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작품에서 역시 이러

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무라카미 사브로의 작품을 들 수 있

는데, 이 작품은 폭 1m 길이 21m의 아스팔트 루핑을 깔고 그 끝을 붙잡

은 상태로 그 위를 달리면서 손으로 찢은 후, 그 찢어진 상태를 그대로

전시한 작품이다.66)[도판23]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인 <종이찢기(紙破

り)>[도판24]의 원형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으로 전시 오픈일이었던 1955년

7월 25일이 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시 첫 날

이 작품을 위한 퍼포먼스적인 행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67) 그러나

관객을 불러보아 행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행한 찢으

면서 달리는 행위 자체 보다는 행위를 통해 작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

65) 山脇一夫,　 「具体ー行為と絵画を巡る冒険」, 兵庫県立近代美術館編, 『具体 :

行為と絵画 : スペイン・ユーゴスラビア帰国記念展』, 兵庫県立近代美術館, 1986,

p. 42.

66) 아스팔트 루핑은 펠트 상의 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 피복시킨 것으로 건축

재료의 일종이다.

67) 村上三朗 外, 『村上三朗　スルー・ザ・ヴンティーズ』, 大伸社, 2013,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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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흔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마모토 쇼조의 <무제>(1955)[도판25]와 <포(砲)에 의한 작

품>(1956)[도판26] 역시 행위의 흔적을 남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

품 <무제>는 150 × 250 (cm) 의 함석판을 두 개의 나무 막대기로 고정

하고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흰색 페인트로 줄을 그어 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가 신문지를 뚫어 작업했던 <작품(作品)>(1950-52)[도판11]

과 같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는 야외에서의 전시임

을 고려하여 신문지가 아닌 함석판에 구멍을 뚫어 작품을 견고하게 제작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작품>(1950-52)과는 다르게 야외

에서 전시되었기 때문에 구멍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면서 다른 분위기

를 자아낸다. 이 작품 역시 “뚫기”라는 그의 신체적 행위가 흔적으로 남

아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砲)에 의한 작품>은 10m²의

대화면의 평면작업으로, 투명한 비닐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길이 약

4m, 구경(口径) 약 30cm의 쇠파이프에 아세틸렌가스로 물감을 분사시켜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56년 <제2회 구타이미술전>에서 공개적

으로 유리병에 물감을 채우고 그 병을 던졌던 작품[도판27]과 같은 모티

프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 역시 쏘는, 혹은 던지는 행위

를 회화 안에서 흔적으로 남긴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타이는 야외전을 통해서 야외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와 부합하는 작품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우키타는 앞서 인용한 글에서 “이 야외전을 통해서 우리들은 절대 자연

현상물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

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현상 속에서 “현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형

에 대한 지성과 의욕과 육체를 열의와 함께 실험한 것”이라고 주장했

다.68) 나아가 그는 이 야외전을 통해서 소개한 작품들을 기점으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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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

이 기쁠 것”이라고 쓰면서, 그들의 야외에서의 경험 통해서 앞으로의 작

품 제작에도 반영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69)

이러한 구타이의 실험적인 태도는 그들의 첫 번째 야외전이 있었던

해 10월에 도쿄의 오하라회관(小原会館)에서 열린 <제1회 구타이미술

전>으로 이어졌다. 이 전시는 요시하라의 지인이자 1955년의 <야외실험

전>을 관람하고 구타이미술에 공감했던 오하라 호운(小原豊雲)의 제안에

의해서 그가 소유한 도쿄 오하라 회관에서 개최된 전시이다.70) 전시공간

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시는 기본적으로 실내 전시공간에서

기획된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는 야외전에서 선보여졌던 시라가 카즈오

의 <부디 들어가주세요>(1955)[도판28]가 전시장 밖인 입구 주변에 설치

되어 있었고, 그 옆에서 시라카는 진흙을 뭉개는 퍼포먼스적인 행위를

선보이기도 했다.[도판28, 29] 실내공간에는 시마모토 쇼조의 <이 위를

걸어가 주세요>(1956)[도판18],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물>[도판19] 등

야외전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시는 1955년의 야외전의 경험을 반영한 전시라고 보인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무라카미 사브로가 전시장 입구에 붙혀 놓은 금

색의 크래프트 지를 리더인 요시하라가 찢으면서 입장하는 오프닝 세레

모니가 있었다.[도판30] 이 작품은 이 전시에서도 선보여진 무라카미의

<6개의 구멍>(1955)[도판31]과 같은 모티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0호용 캔버스 틀 3개의 각 면에 크래프트지를 붙이고 그 틀을 겹쳐서

68) 浮田要三, 「真夏の太陽に挑むモダンアート野外実験展」, 『具体』3号, 1955年

10月 20日,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74.

69) 위의 글, p. 274.

70) <제1회 구타이미술전> 이후 1959년 11월 제8회 구타이미술전까지 대부분의

구타이미술전이 오하라 홀에서 열렸다.



- 44 -

하나로 연결시켜 총 8겹이 된 종이에 온몸을 사용하여 6개의 구멍을 뚫

어 놓은 작품으로 신체의 행위와 그 흔적에 주목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입구에서 선보여진 작품은 전시의 “오프닝”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두 작품 모두 종이를

찢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으로 인하여 공간전체가 공진하는 효

과를 일으켰다고 한다.71)

그밖에도 전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카나야마

아키라는 구(球) 형태의 거대한 흰 풍선을 천장에 매달아 놓은 작품 <풍

선>[도판32]을 전시하였다. 다나카 아츠코는 20개의 벨을 40m 거리의

전시장 내에 길게 연결시킨 작품 <벨>[도판33]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관람객이 발을 대는 순간 모든 벨이 연속적으로 울리게 만들어 놓은 장

치였다. 야마자키 츠루코는 진한 빨간색의 40개의 주석 깡통을 전시장

바닥에 무질서하게 쌓아 놓았던 작품 <브리키 캔>[도판34]을 전시하였

다. 그밖에도 야외전에서는 전시되지 않았던 구타이 멤버 16명의 회화와

조각 작품 150점이 함께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히라이 쇼이치(平井章一)가 “소재의 물질성, 물체와 공간과

의 관계성, 격한 행위와 신체성 등이 테마가 된 전시장”이었다고 설명하

고 있을 정도로 7월에 있었던 야외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시라고 볼 수

있다.72)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전시공간은 실내였지만 주변의 야외 공간

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 퍼포먼스적인 작품을 행함으로써 야외전에서 보

여준 구타이의 에너지를 그대로 작품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품은 앞에서도 소개하였던 시라

가 카즈오의 퍼포먼스적인 작품이다. 시라가는 전시 첫날 전시장 앞마당

71) 村上三朗 外(주 67), p. 68.

72) 平井章一(주 2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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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속옷차림으로 진흙 속에서 뒹구는 <진흙에 도전하다(泥にいどむ)>

[도판29]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 제작 과정을 프랑스 계 미국인 사진가

존 로노와(John Launoi)를 초빙하여 기록하고, 언론에 공개하였다. 20분

간 이루어진 이 행위에 대해서 시라가는 “발로 그리는 행위를 육체 그

자체로 행한다는 것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73) 이와 같이 이

전시에서는 이 작품과 앞서 소개한 무라카미의 <6개의 구멍>(1955)[도

판31] 과 같이 직접 행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 전

시를 구타이의 첫 번째 “해프닝(Happening)”으로 보기도 한다.74) 야외전

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고 행위의 흔적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을 넘어서

행위 자체를 작품화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여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

었던 점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타이 그룹의 일부 멤버들은 신체를 사용하거나 흔적을 남기

는 행위로써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구타이미술의 특징을 “해프

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았던 만큼 해

프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해프닝이라는 용어는 앨런 카프로

(Allan Kaprow)가 1966년 출판한 『아상블라주, 환경, 해프닝

(Assemblages, Environments & Happenings)』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하나의 미술 장르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카프로는 이 책이 출판되기 5

년 전인 1961년에 『아트 뉴스(Art News)』에 실린 「뉴욕에서의 해프

닝(Happenings in the New York Scene)」이라는 글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구타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여러 종류의 해프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뉴욕 밖에는 오사카 출신의 구타이 그룹이 있

다”고 소개하였다.75) 이는 해프닝이 국제적인 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한

73)白髪一雄,「冒険の記録ーエピソードでつづる具体グループの12年（連載第三回）」,

『美術手帳』No. 287, 1967. 9.

74) Barbara Bertozzi(주 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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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례로 구타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통용되기 전부터 이미 행위를 통한 미술을 제작했던 구타이의 멤버들은

자신들의 미술을 “해프닝”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66년의 저술에서 카프로는 구타이미술을 자신의 이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면서 구타이를 해프닝 미술가로 소개시켰다. 이 글에서

그는 구타이의 초기 활동 사진 자료들과 함께 “이 사진들에 기록된 날짜

들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해프닝 형식의 퍼포먼스가 우선적이었다는 의미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쓰면서도, “1952년에 이미 존 케이지(John Cage)

의 블랙 마운틴 콜리지에서의 이벤트 활동”이 먼저였음을 강조하였다.76)

이는 구타이가 행위를 통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1955년보다 이른 시

기부터 해프닝 활동을 시작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 오자키 신이치로(尾崎信一郎)도 지적하듯이, 그가 해프닝

의 조건으로 제시한 7가지 특성은 구타이미술과 상이점을 보이며, 대부

분 직감적인 차원에서 발상된 구타이의 액션과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77)

75) Allan Kaprow, "Happenings in the New York Scene," Art News 60, no.

3, May 1961, pp. 36-39, 58-62; reprinted in Essays on the Blurring of Art
and Life, ed. Jeff Kel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16.

76) 존 케이지는 당시 카프로의 스승이었다.

Allan Kaprow, Assemblage, Environments, and Happenings, New York:

H. N. Abrams, 1966, p. 212.

77) 尾崎信一郎,「具体ー絵画へいたるアクション」,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13.

앨런 카프로가 제시한 7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예술과 생활 사이의

경계는 가능한 한 유동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 테마, 소재, 액션 이

것들 간의 관계는 예술과 그 파생물, 그 환경을 제외한 모든 장소와 시대에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 (C) 해프닝의 행위는 넓은 장소,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

이거나 전환되는 상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 시간은 장소와 밀접하게

고려되어야 한며 다양하고 불연속적이어야 한다. (E) 해프닝은 1회만 진행되

어야 한다. (F) 결과로서 관객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G) 해프닝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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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설명한 <제1회 구타이미술전>이 처음으로 도쿄에서 개

최되어 도쿄 미술계에서 구타이에 대한 비평이 일어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전시에는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

에 “기묘한 오브제들과 타블로가 좁은 장소에 나열되어있다.”,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혹은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인다.”와 같은 비평가들의

냉랭한 평가를 얻었을 뿐이었다.78) 가령 미술평론가 세기 신이치(瀬木慎

一)는 미술잡지 『미즈에(みずゑ)』의 구타이전 전시평을 통해 구타이미

술의 실험정신과 새로움을 평가하는 반면에 그 창조적 의의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의구심을 표하였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 오토마틱적인 것이 기본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묘사되어 나오는 무의식에서 뭔가 신선한 요소를 찾고 있

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낸다. 그

러나 무의식이라는 것은 애초에 집단적인 것으로, 무엇을 보아도

같은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며 이것이 얼마만큼 창조

의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정화한 미의 개념을 부수는 역할을 해주지만

그것을 그대로 창조라고는 할 수 없다.79)

위 글의 어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기는 구타이미술의 창조적 의의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그룹의 활동을 창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유

성은 아상블라주와 환경에 안에서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시간

이나 공간의 범위 내의 사건의 꼴라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Allan Kaprow(주

75), pp. 188-99.

78) 平井章一(주 20), pp. 65-66.

79) 瀬木慎一, 「[個人評］具体展」, 『みずゑ』No.605, 195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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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후 귀국하여 “신시대미술전”을 결성하고, 1937년에는 “자유미술가협

회”, 1950년에는 “모던아트협회” 창립에 관여했던 추상회화가인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誠) 역시 1955년 도쿄에서의 구타이전을 평가하는 글을

썼다. 그는 「간사이미술가의 공세(攻勢)」라는 제목으로 간사이 지방의

문화와 미술의 특성을 강조하며, 간토와 간사이의 예술가의 가장 특징적

인 차이는 이 지역이 도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문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의 출발을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 같은 글에서 간사이 지역인 오사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집단

이 되면 오사카 정신은 대단히 뚜렷해진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구타이

는 감각의 파괴이고 창조발견이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일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간사이 사람이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타이미술을 통해서 간사

이 지방 미술이 보여준 선구적인 특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0)

이렇게 <제1회 구타이미술전>에 대해서 도쿄 미술계 내에서는 다양

한 입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구타이는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

존의 전시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무대를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1957년의 <무대를 사용한 구타이미술(舞台を使用する具体美

術)>, 1958년의 <무대를 사용한 구타이미술 제2회 발표회>, 1962년 전

위무용 그룹인 모리타 모던댄스(森田モダンダンス)와 공동으로 기획한 <괜

찮아, 달은 지지 않아（だいじょうぶ月は落ちない)>, 그리고 1970년의 <구타

이미술 축제>로 총 네 차례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무대전은 1957년 5월 29일 오사카의 산케이 회관에서 열렸던

80) 간토(関東)지방은 일본의 지역 구분의 하나로 본토의 동부에 위치하며, 수도

인 도쿄도를 비롯하여 이바라키 현, 도치기 현, 군마 현, 사이타마 현, 치바

현, 가나가외 현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

村井正誠, 「関西美術画の攻勢」,『芸術新潮』第６巻 12号, 195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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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사용한 구타이미술>전이다.81) 이 무대전에서는 빨간 색의 기묘

한 복장과 같은 색의 복면을 쓰고 춤을 췄던 <초현대 삼반소(三番叟)>

[도판35]을 시작으로, 어두운 무대에 매달려 내려오는 8인치, 12인치의

조명 장치들을 큰 음향효과 속에서 깨부수는 시마모토 쇼조의 <물체의

타괴(打壊)>[도판36], 무대 위에서 거대한 풍선을 부풀린 카나야마 아키

라의 <거대한 풍선>[도판37], 수 천 개의 점멸하는 전구로 만들어진 옷

을 입고 등장한 다나카 아츠코의 <무대복>[도판38], 그리고 대량의 연기

를 관객석으로 방출시켜 색색의 조명을 비추었던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연기>[도판39] 등 총 12가지의 작품이 상연되었다.82)

요시하라 지로는 1965년의 글에서 <제1회 야외전>이 열리고 있던 도

중에 무대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하면서 “나는 상상을 초

월하는 야외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대단히 자연스럽게 무대를 활용해

보자고 생각했다. 야외전은 야간에 조명을 사용해서 공개했지만 보다 만

족스러운 조명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중에 떠올랐던 것이

다.”라고 회고하였다.83) 그는 야외전을 통해서 기존의 회화와 조각이 가

진 개념을 확장시켜 행위, 물질,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생각이 더욱 확장되어 무대전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무대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대를 사용한

작품이 미술이라고 여겨진 적이 없지 않았는가. […] 종래의 미술의 개념

에서 한 발자국 빠져 나와 무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그 기능, 즉 음향, 조

명, 시간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정면에서 부딪혀보자고 생각

81) 이 무대전은 7월 17일 도쿄의 산케이 홀에서 재연되었다.

82) 삼반소(三番叟)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가면 음악극인 노가쿠(能楽)에서 세

번째로 나와 검은 노인의 탈을 쓰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추는 춤이나 그

광대를 말한다.

83) 吉原治良(주 34),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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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라고 밝혔다.84) 즉 기존의 미술개념을 뛰어넘어 시간성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무대전을 구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대전에서 선보여진 작품들은 미리 대본이 짜여있고 정해진 시간 안

에 상연해야 한다는 장(場)의 특성 상 시간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는 것은 물론 전제되어 있었다. 그밖에도 이전까지 야외전과 정기 구타

이전 등에서 보이지 않았던 음악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음향을 활용한

점, 그리고 조명과 빛의 적극적인 사용은 무대전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대전의 음향을 담당하는 멤버는 구타이 멤버인 요시하라 미치

오, 모토나가 사다마사, 시마모토 쇼조, 스미 야스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마모토 쇼조는 무대전을 위해서 “구타이 음악”이라고 불리는 있는 음

악을 제작하였다. 그는 『구타이』7호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음악」이

라는 글을 통해 음악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전위음악에 있어서 음악

은 시작이나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소리의 가능성

이지만 구성에 의한 가능성의 시대는 끝났다. 구성이 소리를 지배하고

소리가 이야기 하는 음악은 그 긴 역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이 글은 1952년 존 케이지(John Cage)가 스즈키 다이세츠(鈴木

大拙)의 일본 선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 무음을 음악으로써 표현한 전

위적인 작품 <4분 33초>가 발표된 이후에 쓰여 졌고, 잡지『구타이』를

통해 존 케이지와의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마모토의 음악

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그를 비롯한 전위 음악가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85)

84) 吉原治良, 「舞台を使用する具体美術について」, 『具体』７号, 1957. 7. 15,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97.

85) 본명은 스즈키 테이타로(貞太郎)로, 선불교에 대한 영문 서적을 출판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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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모토 외에도 요시하라 미치오와 모토나가 사다마사는 무대전에서

발표한 12작품 중 8작품의 음향을 담당하여 공동으로 제작하였다.86)[도

판40] 요시하라 미치오는 “음악에 있어서 역시 여러 가지 법칙은 ‘틀’이

다. […] 모토나가와 내가 만든 음악은 음악이라기보다 오히려 음향이라

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음악의 법칙 등은 전무한 것이다. ‘틀’에 대한

의식조차도 떨쳐 버린 것이다.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음악

이 우리들의 음악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

유로운 음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87)

무대전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명의 적극

적인 활용이었다. 이를테면 야마자키 츠루코의 <빛의 필름>[도판41]은

강렬한 구타이 음악에 맞추어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색색의 광선들이 빠

르게 움직였던 “비형상 영화” 작품이다.88) 그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두

가지 시도를 하였다고 밝혔는데, 하나는 형상도 색도 없는 빛을 피사체

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보통 편집되어 잘리는 부분을

본의 선불교 문화를 해외로 널리 알린 학자이다. 대표적인 선불교 영문 서적

으로는 Essays in Zen Buddhism: F irst Series, New York: Grove Press,

1927, Essays in Zen Buddhism: Second Series, New York: Samuel

Weiser, Inc. 1953–1971. Edited by Christmas Humphreys, 1933, Essays in
Zen Buddhism: Third Series, York Beach, Maine: Samuel Weiser, Inc.

1953. Edited by Christmas Humphreys, 1934.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Kyoto: Eastern Buddhist Soc. 1934. Republished with Foreword

by C.G. Jung, London: Rider & Company, 1948 등이다.

86) 요시하라와 모토나가가 음악을 담당한 작품은 시라가 카즈오 <초현대

삼반소(三番叟)>, 카나야마 아키라 <거대한 풍선>, 요시하라 지로 <두개의

공간>, 요시하라 미치오 <손으로 그린 슬라이드>, 요시다 토시오 <그림자>,

무라카미 사브로 <병풍과 맞서다>, 다나카 아츠코 <무대복>, 모토나가

사다마사 <연기>, 총 8작품이다.

87) 吉原通雄, 「枠のない音楽」, 『具体』７号, 1957. 7. 15, 芦屋市立美術博物館

(주 27) p. 298.

88) “비형상 영화”라는 표현은 시라카 카즈오에 의한 것으로 그의 글「冒険の記

録ーエピソードでつづる具体グループの12年（連載第四回）」,『美術手帳』No.

287, 1967. 10에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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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붙여 공백 필름의 흐름을 하나의 표현으로서 사용하였다는 것이

다.89) 이는 작품에서 빛 자체를 주제로 조명을 효과적으로 다룬 시도였

다고 할 수 있겠다. 그밖에도 요시다 토시오는 <그림자>[도판42]를 통해

서 무대 조명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림자를 모티프로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서 조명이나 빛이라는 물질을 재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빛과 조명의 활용은 무대라

는 공간의 특성 상 다른 전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떄문에

무대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타이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 야외전과 무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실험적인 초기의 활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도 화제가 되면서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일본의 혁

신가들(Japanese Innovators)」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하였다.90)

이러한 그들의 전위적인 활동들과 잡지『구타이』를 통한 적극적인 교류

들은 그들을 국제적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3. 구타이미술협회의 국제적 미술활동

(1) 국제전 참가와 외국에서의 전시

구타이의 첫 번째 국제적 미술활동은 1958년 9월 뉴욕 마사 잭슨 갤

러리(Martha Jackson Gallery)에서의 전시 <구타이 뉴욕전(제6회 구타

89) 山崎つる子, 「光のフィルム」, 『具体』７号, 1957. 7. 15,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97.

90) Ray Falk, “Japanese Innovators”, New York Times, 1957년 12월 8일, p.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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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술전)>이다.[도판43] 이 전시에는 시라가 카즈오가 물감을 발로 뭉

기면서 그린 회화 <작품Ⅱ>(1958)[도판44], 야마자키 츠루코(山崎つる子)

의 회화 <작품>(1958)[도판45], 요시하라 지로의 <작품>(1958)[도판46],

모토나가 사다마사(元永定正)의 에나멜 작품, 그리고 종이 위에 화학 작

용을 활용하여 만든 키노시타 토시코(木下淑子)의 작품 등 구타이 멤버

18명의 작품 총 38점이 출품되었다.91) 이 전시의 관람객들에게는 작가들

의 약력과 그들의 작품 제작 방법이 설명된 문서가 배부되었는데, 그 문

서에는 시라가의 작품에 대해서 “전부 발로 그린 작품”, 그리고 키노시

타 작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제작되었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92) 이 전시는 미국의 뉴 잉글랜드(New England), 미니애폴리스

(Minneapolis), 오크랜드(Oakland), 휴스턴(Houston)을 순회하였다. 이 전

시 이후 구타이의 작품은 서구의 추상회화들과 외관상 유사하다는 이유

로 특히 미국 내에서 회화가 중심이 되는 형식주의 모더니즘 이론을 바

탕으로 평가되어 구타이의 실험적인 활동은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시를 계기로 국제 미술계에서 구타이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유럽의 전

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구타이가 이렇게 뉴욕에서 전시를 개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

은 앞서 소개하였듯이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미셸 타피에이

다. 그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앵포르멜 회화(Art Informel)를 소개

하고, 일본 미술계에 “앵포르멜의 선풍(アンフォメル旋風)”이라고 불리는 현

상을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93) 미술사가 김희영에 따

91) 참여 작가 18명은 다음과 같다. 요시하라 지로, 우에마에 치유, 카나야마 아

키라, 시마모토 쇼조, 시라가 카즈오, 시라가 후지코, 다나카 아츠코, 무라카미

사브로, 모토나가 사다마사, 야마자키 츠루코, 요시다 토시오.

92) Martha Jackson Gallery, “Paintings of the Gutai Group,” annotated list of

works, 1958. Bennington College Visual Arts Department Records, Archive

American Art, Ming Tiampo(주 19) pp. 105-1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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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앵포르멜은 1950년대 미국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미지를 대

변할 수 있는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흐름 속

에서 형성된 형식주의적 모더니즘 이론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개

념이다.94) 이러한 맥락에서 타피에는 미국의 추상회화 미술을 포함한 당

시 등장했던 추상회화를 국적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개념

인 앵포르멜, 혹은 “다른 미술(Un Art Autre)”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 등 자신의 이론을 대변할 수 있는 추상회화 작가들을 일본에

소개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일본 미술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파리에서 활동 중이었

던 도모토 히사오(堂本尚郎, 1928-2013), 이마이 토시미츠(今井俊満,

1928-2002) 등의 추상 화가들을 통해서이다. 타피에는 일본의 작가들을

통해서 자신이 제창하는 앵포르멜 미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고, 세계

적으로 유행하던 추상미술의 동향을 자신의 개념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본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요시하라의 지인이

었던 도모토가 전달한 잡지 『구타이』를 통해서 구타이에 대해서 알게

93) 미셸 타피에는 전후 서구의 새로운 추상미술을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개

념, 즉 그 당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술(Un Art Autre)”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여 1951년 《앵포르멜이 의미하는 것(Things Signifiedby the

Informel)》 전을 기획하고 이듬해 선언문적인 저서 『다른 미술(Un Art

Autre)』이 출판되었다.

94) 김희영은 저술에서, 그린버그의 형식주의적 이론에 대안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 헤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1906-1978)와 미셸 타피에이며, 이

들은 각각 행동회화(Action Painting)과 앵포르멜 미술(Art Informel)이라는

개념을 통해 추상미술을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은 “그런버그가 주창한 삶

의 경험까지 배제한 예술의 순수성에 대항하여, 예술가가 경험한 전쟁의 파괴

를 감성적으로 포용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추상예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고

논하였다. 김희영, 「한국 앵포르멜 담론 형성의 재조명을 통한 시대적 정당

성 고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08, p. 72.



- 55 -

되었고, 1957년 9월 일본에 방문하여 요시하라와 만나게 되었다.[도판4

7]95)

당시 발행된 『구타이』지 8호에서 타피에는 「구타이파 예찬(具体派

礼讃)」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앵포르멜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면서, 자

신이 제창하고 일본에 제안하고자 했던 앵포르멜 개념을 이미 구타이가

자국에서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온 것

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완전한 형태로 그것(앵포르멜 미술)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구타이 파(派)라는 현상”이

라고 주장하였다.96)

나아가 타피에는 이 글에서 구타이의 작품들에 대해 “최고급의 국제

적 경쟁에 출장할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며, “단번에 유럽, 미국의 가장 확고한 개성을 밀고 나가는

가장 대담한 선단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1957년 10

월 자신이 기획한 전시 <세계 현대예술전>에 구타이의 작품을 전시하였

다. 이 전시는 도쿄 브릿지스톤미술관(東京ブリヂストン美術館)에서 열린

전시로서, 조르주 마티유(Georges Mathieu), 샘 프란시스(Sam Francis)

등 외국의 추상회화 미술가와 요시하라 지로, 시마모토 쇼조, 시라가 카

즈오 등 일본미술가들의 작품들이 나란히 전시되었다. 같은 전시가 오사

카에서도 열렸으며, 오사카전에서는 구타이 멤버 다나카 아츠코가 추가

로 참가하였다.

95) 1957년 4월 발행된 『구타이 6호』의 소식란에는 도모토가 구타이 그룹에게

보낸 편지가 실렸다. 이 편지에는 미셸 타피에의 일본 방문 소식과 그가 구타

이 멤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296.

96) ミシェル・タピエ, 「具体派礼讃」,　『具体』8号, 1957, 09, 27, 芦屋市立美術博

物館(주 27)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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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에는 구타이와 앵포르멜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듬해 4월에 오사카 다카시마야(高島屋)에서 <새로운 회화 세계

전-앵포르멜과 구타이>전을 개최하였다.[도판48] 이 전시는 타피에와 요

시하라 지로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참여작가의 4분의 1이 구타이

멤버로 구성된 전시였다.97) 그밖에는 잭슨 폴록, 윌리엄 드 쿠닝(Willem

de Kooning),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등 26명의 유럽 미술가, 31

명의 미국 미술가들와 함께 구타이를 포함한 27명의 일본 미술가들의 작

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된 작품의 대부분은 100호-200호의 대작이었다.

[도판 49, 50] 이 전시는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히로시마(広島), 도쿄,

그리고 교토(京都) 총 다섯 도시를 순회한 대규모 전시였다. 타피에는 이

렇게 여러 나라의 추상 미술을 앵포르멜과 연관시키면서 이것이 세계적

인 미술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타이는 이 전시를 통해서

세계적인 미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시의 추상회화의 흐름을

구타이미술과 연관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셸 타피에와 교류하며 활동을 시작하던 이 시기는

특히 구타이미술이 추상 회화에 집중하게 되는 소위 “회화의 시기”로 접

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98)

97) 총 8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는 구타이 멤버인 카나야마 아키라, 키노시

타 토시코, 마사노부 마사토시, 미즈구치 쿄이치, 모토나가 사다마사, 무라카

미 사브로, 나카하시 코이치, 오하라 키미코, 세키네 요시오, 시마모토 쇼조,

시라가 후지코, 시라가 카즈오, 스미 야스오, 다나카 아츠코, 츠보구치 테루유

키, 우에마에 치유, 우키바 요조, 야마자키 츠루코, 요시다 토시오, 요시하라

지로, 그리고 요시하라 미치오, 총 21명이 참가하였다.

98) 구타이의 활동시기는 통상적으로 초기(액션의 시대, 1954-1957), 중기(회화의

시대, 1957-1965), 말기(표현의 다양성의 시대, 1965-1972)로 나뉜다. 그러나

구타이가 회화의 시기로 접어들어 회화에 중점을 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앵

포르멜 회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고 오자키 신이치

로는 주장하였다. 타피에가 유럽에 구타이미술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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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요시하라 지로가 타피에와의 만남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에는 타피에가 가진 국제적인 명성뿐만 아니라 당시 구타이에 대한 일

본 내의 관심과 평가가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요시하라

가 그룹 결성 10년 후에 쓴 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구타이는 일본 내 미술계에서 “비방과 암살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

에 일본의 비평가들은 구타이가 시도하는 새로운 미술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지만, “미셸 타피에는 실로 (국)내외에 걸쳐 구타이를 정면으로

다루어 준 최초의 비평가”였다고 밝혔다.99)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당

시 구타이의 실험적인 미술활동이 일본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타피에의 구타이에 대한 극찬은 구타이의 활동에

활력이 되었다. 또한 요시하라는 그를 통해 구타이가 결성 당시부터 염

원하던 국제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

기 때문에 타피에와 뜻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소개한 『구타이』지에 실린 타피에의 글에 대해 요시하라는

“선생님은 구타이미술에 대해 확고한 미학 상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

다.”라고 회신하면서, “우리들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위치시키고, 이후 우

리들이 추진시키고자 하는 모험의 길에 하나의 등불로 비추어주실 것”이

라고 하였다.100)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타이는 타피에를 만남으로

써 자신들의 미술을 국제 미술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

다. 이렇게 구타이와 미셸 타피에와의 만남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타피에는 1950년대 미술계에서 특히 두

운송 상, 판매 상의 이유로 내구성이 있는 회화 작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尾崎信一郎(주 77) p. 13.

99) 吉原治良(주 34) p. 324.

100)吉原治良,　「ミシェル・タピエ, われらと共に」, 『具体』8号, 1957, 09, 27,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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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졌던 추상 회화의 주도권에 관련된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 해결

의 실마리 중에 하나로 일본미술을 앵포르멜에 연관시키고자 하였고, 구

타이는 자신들의 미술을 국제 미술계에 소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구타이는 타피에와 만난 이후 회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요시하라는 구타이 결성 전부터 회화를 중심

으로 활동하였고, 회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초기 야외전과 무대전에서 보여준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추구했던 시

마모토 쇼조, 시라가 카즈오 등을 비롯한 다른 구타이 멤버들 역시 회화

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마모토는 2008년의

인터뷰에서, 1958년의 두 번째 무대전 이후 자신은 퍼포먼스를 비롯한

실험적인 작품활동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요시하라가 지금부터는 “타블로

를 중시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회화에 집중했던 것임을 밝혔다.101) 또

한 시마모토는 이처럼 요시하라가 회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했던

것에 대하여 다른 멤버들은 당시 회화작업을 하자고 찬성했던 입장과 퍼

포먼스를 더욱 흥미롭게 생각했던 두 가지 입장이 있었지만, 타피에와의

만남 이후 요시하라의 입장이 변하면서 구타이가 회화에 집중하게 되었

다고 설명하였다.102)

2008년의 다른 인터뷰에서 시마모토는 구타이 활동 당시 자신은 퍼포

먼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하라에게 앨런 카프로와 연락을 취해

보자고 제안하였지만 요시하라는 카프로와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마모토가 1998년 우연히

101) 嶋本昭三オーラル・ヒストリ 2008.08.21.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shimamoto_shozo/interview_01.php

(최종접속일: 2015년 9월 3일).

102) 위의 인터뷰 (최종접속일: 2015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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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카프로와 1주일 정도 함께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에게 당시에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며 묻자, 몇 차례나 연락을 취했지

만 구타이로부터 단 한 번도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당시 카프로가 요시

하라와 만날 것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만나주지 않았음을 토

로하였다고 한다.103)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서 요시하라가 타피에와 만남

으로써 초기의 구타이가 보여준 퍼포먼스적인 활동보다는 회화를 중심으

로 구타이미술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회화에 집중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비롯한 그 밖의 실험적인 활동을 배제하고

자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타이는 앞서 소개한 1957년의 <세계 현대예술

전>과 <새로운 회화 세계전-앵포르멜과 구타이>의 전시들을 통해 자신

들의 미술과 앵포르멜과의 관련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나아가 타피

에가 구타이를 뉴욕의 갤러리에 소개하면서 1958년 9월 뉴욕 마사 잭슨

갤러리(Martha Jackson Gallery)에서 첫 외국전시 <구타이 뉴욕전(제6

회 구타이미술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 전시에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라가 카즈오, 야마자키 츠루코, 요시하라 지로 등 구타이 멤버 18명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구타이의 야외전과 무대전에서 보여준 초기의 실

험적인 작품보다는 추상 회화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었다.[도판43, 44, 45,

46] 이 전시에 관하여 마사 잭슨 갤러리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구타이

에 대해, “그들의 영감은 ‘새로운 미국 회화(the New American

Painting)’에서 온 것이다.”라고 밝혔다.104)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타이를

소개하는 글에서 구타이미술이 미국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노골적으

103) 嶋本昭三オーラル・ヒストリ 2008.08.30.,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shimamoto_shozo

/interview_02.php (최종접속일: 2015년 11월 29일).

104) Martha Jackson Gallery press release 1958, Ming Tiampo(주 19), p. 1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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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새로운 미국 회화(the New American

Painting)’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뉴욕의 현대미술

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미

국의 현대미술을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였다. 1951년에는 추상회화가 대

표하는 미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작품들은 일본, 인도, 베네주엘라 등 다양

한 국가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는 MoMA의 주도 하에 폴록,

드 쿠닝, 클라인 등 12명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을 <미국의 현대미술

(Modern Art in the U.S.)>이라는 전시를 통해 유럽의 8개의 도시에서

전시하였다. 1958년은 앞의 인용문에서 등장한 용어와 같은 제목인 <새

로운 미국 회화(The New American Painting)>라는 제목으로 유럽의 8

개 국가를 순회하는 전시가 열리는 해였다. 에바 코크로프트(Eva

Cockcroft)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련의 전시들을 통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는 냉전시기에 미국의 문화적 프로파간다로써 작용

하였다.105) <새로운 미국회화>전이 시작된 시기는 <구타이 뉴욕전>이

개최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사 잭슨 갤러리는 일본의

현대미술을 미국의 주도 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던 “새로운 미국미술”

의 맥락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당시의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던 일본에게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세계미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타이미술을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었던 배

경으로는 그들의 회화 작품에서 보이는 외관상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105) Eva Cockcroft, “Abstract Expressionism: Weapon of the Cold War”,

Artforum 12, June 1974,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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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이미술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질성을 강조하면서 작품 속에서

구상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재료에 해당하는 물질 그 자체

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들의 작품명이 대부분 <작

품>으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시라가 카

즈오와 시마모토 쇼조의 작품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철저

하게 물질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적 행위의 흔적을 남겼던 것이었

다. 이를테면 시라가 카즈오의 <작품2>[도판44]는 미술가가 발로 물감을

뭉개서 제작한 작품이다. 시라가는 자신의 그리는 행위를 작품 속에서

흔적으로써 남기고 있는 것이다.[도판51] 그에 비해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적인 작가인 잭슨 폴록은 물감을 떨어뜨려 우연적 요소를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였다.[도판52] 양자의 작품은 그 제작 방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전자는 바닥에 놓은 캔버스 위에서 혹은 안에 자신의 신체를

포함시켜 발이라는 신체 부위로 작품을 제작하였고[도판51], 후자는 캔버

스를 바닥에 놓고 가능한 한 그 프레임 밖을 돌아가면서 드리핑 작업을

하였다.[도판52]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는 구타이의 회화작업은 1952년 해롤드 로젠버

그(Harold Resenberg)가 저술 「미국 행동　 화가들(The American

Action Painters)」에서 주장했던 미술에 대한 “행동(action)” 개념을 연

상시킨다.106) 그는 이 글에서 “행위-회화는 미술가의 존재와 같이 형이

상학적 본질인 것이다. 새로운 회화는 예술과 생활의 모든 차이점들을

붕괴시켰다”고 쓰면서 미술 작품은 미술가의 존재가 드러나는 결과물임

을 강조하였다.107) 한편, 시라가는 행위와 자신의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행위가 있다. 마음을 탈출한 영혼이 있다. (행위는) 태어난 그대로

106) Harold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Art News, 1952. 12,
pp. 22-23, 48-50.

107) 위의 글,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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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의 상태와 나라는 인간의 기점인 것이다.”라고 설명하였고, 미술작

품 속에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것에 대하여 “행위는 자기 안에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완전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행위의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썼다.108) 또한 그는 다른 글에서도 “나의

미술표현에 대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이 육체의 조건

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해가는 것이다.”라고 쓰면서 미술가의 정신이

육체를 통해서 미술표현으로 발전된 것임을 강조하였다.109) 이러한 시라

가의 행위에 대한 태도는 미술에 대해서, 캔버스 안의 결과물에만 주목

하는 형식주의적 미술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타

이 뉴욕전>에서 소개된 구타이 미술작품들은 1950년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 회화이론을 기

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를테면 1958년 11월 『아트 앤 아키텍쳐(Art &

Architecture)』지에서 도어 애쉬톤(Dore Ashton)은 구타이미술을 「일

본의 전위주의(Japanese Avantgardism)」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는데,

그들의 야외전, 무대전 등의 시도에 대해서 전위성을 높이 사면서도 회

화작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들이 발표한 회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하였다. (요시하라

자신의 세련된 캔버스를 제외하고는) 대담한 휘갈김, 낙서, 그리고

캔버스, 혹은 비닐천이나 종이 위에 덧붙여진 모든 소재의 뭉침이

나 덩어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자아 발견에 대

한 미성숙한 의기양양함뿐이다. 오토마티즘은 만연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면으로 비정통(unorthodoxy)에 두었던 젊은이들

108) 白髪一雄, 「行為こそ」, 『具体』3号, 1955,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274.

109) 白髪一雄, 「資実について」, 『具体』5号, 1956,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287.



- 63 -

도 그들이 잭슨 폴록이 표현하였다고 믿는 그것에 대한 헌신을 통

해 완전하게 정통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미술가들은 그들 자신만

의 맥락 속에서 용감하게 그들의 정통을 깨부쉈지만 더 무의미한

정통에 빠진 것이다. 즉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앵포르멜 미술이라

는 정통에 말이다.110)

이 글에서는 일본의 미술가들이, 아방가르드라는 맥락에서 정통을 깨

기 위해서 행했던 서구의 전위성 자체에 영향을 받았고, 기존의 일본 미

술의 틀을 깨기 위해서 서구의 전위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서구미술의 유

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타이미

술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비평가이자 미술사가인 어빙 샌들러

(Irving Sandler)가 전시의 작품 리스트에서 구타이와 미국회화를 서로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그들과의 차이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

은 것을 강조했던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폴록과 카나야마, 폴

젠킨스(Paul Jenkins)와 모토나가, 시드니 굿맨(Sidney Goodman)과 시라

가를 서로 비교하였다.111) 또한 마빈 슈와르츠(Marvin Schwartz) 역시

구타이가 받은 미국미술의 영향을 강조하며, “그들의 영감은 명백하게

잭슨 폴록과 같은 미국미술가의 작품”에서 왔으며, “그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와 미국으로부터 적용된 테크닉과 스타일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는

그들의 발전의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2) 이 글에서 역시

구타이미술에 대해서 앞서 인용한 평가들과 동일하게 추상표현주의의 영

향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단지 회화가 기준이 되는 형식주의적 모더니즘

110) Dore Ashton, “Japanese Avantgardism”, Arts and Artchitecture, 1958. 11.

111) “Gutai Information List” annotated typescript, in Irving Sandler Papers,

Getty Research Institute, Ming Tiampo(주 19), p. 109에서 참조.

112) Marvin Schwartz, “The Gutai Group at the Martha Jackson Gallery”,

Apollo 68, 1958.12, pp. 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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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나아가, 미국의 우월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조는 윌리엄 루빈(William Rubin)의 글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는 전후 일본 사회 재건의 맥락에서 구타이미술을 논하였다.

그는 “다다의 익살스러움과 명백하게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파생물인 구

타이는 국가적 상황의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고 주장하

면서, 전후 시기를 거친 “야구를 사랑하는 일본인은 서구의 제도와 가치

에 동화되었고 구타이 역시 그 유행의 일부”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

들은 그들 자신의 전통에서 벗어나 뉴욕과 파리에서 길을 찾음으로써 독

력으로 일본 미술을 20세기 미술에 찔러 넣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13)

반면 칼라일 버로우스(Carlyle Burrows)는 구타이가 외국에 방문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구타이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그

는 구타이가 크게 추상적이고 표현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그들 나름의 특

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저술에서 “구타이 그룹이 잭슨 폴록과 다

른 뉴욕의 국제적 회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이들

의 “동양적인 특성의 외관들 전부를 제외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구타이의 “동양적인 특성(Oriental charater)”을 강조한 것이

다.114) 구체적으로는 그는, 구타이 작품에서 “일본적으로 느껴지는 감수

성”이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특징이 보이는 사례로 “밝은 노랑에

서부터 진한 빨강에 이르는 감각적으로 혼합된 시마모토의 매우 다채로

운 캔버스”를 제시하였다.115) 버로우스의 평가는 앞서 소개한 여타 비평

113) William Rubin, “The New York Season Begins”, Art International,
1958.12, p. 27.

114) Carlyle Burrows, “Art: American Japanese Showings”, NY Herald
Tribune, 1958. 09. 28.

11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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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보다는 긍정적인 어조로 구타이를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적으로 느

껴지는 감수성”을 색채와 연관시킴으로써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

다는 점에서 서구의 형식주의적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타이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1958년의 <구타이 뉴욕전>이 있기

전, 더 나아가서는 같은 해 <새로운 미국 회화(New American

Painting)> 순회전이 있기 전의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57년 12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실린 레이 포크(Ray

Falk)의 「일본의 혁신자들(Japanese Innovators)」이라는 글에서 “새로

운 예술의 형태”라고 평가했던 글이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구타이의

혁신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표현의 형태가

구타이 그룹의 활동이다. 그것은 환상적이고, 거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섰다. 즉 이것은 아이디어 면에 있어서 창의적인 천재이다. 그

것은 오히려 수 세기를 거친 규율과 양식화에서 이방인이다. 그것

은 입체주의도, 초현실주의도, 그리고 다다이즘도 아니며, 심지어

일본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예술의 형태로 관객을 갤러리,

소나무 숲, 그리고 극장으로 이끄는 것이다.116)

이처럼 포크는 구타이의 새로움과 혁신성을 강조하며 평가하고 있다.

이는 추상표현주의 작품과 외관상의 유사성을 지닌 회화 작품 보다는 구

타이 초기의 실험적인 미술과 그 전시방식에 주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뉴욕에서의 전시 이후 이 전시에 대한 구타이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116) Ray Falk, “Japanese Innovators”, New York Times, 1957년 12월 8일, p.

D24.



- 66 -

평가와 외국에서의 평가에 대한 반응은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1965년에 미국의 미술비평가 쥴스 랭스너(Jules Langsner)가 지적했듯

이, “구타이 그룹은 일본의 현대미술의 하나의 파(派)로서 외국에서는 널

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과거 10년간 적절한 평가와 이

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17)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통해 구타이는 작품에 대해서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 회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편향된 비평을 얻기는 하였

으나, 이 전시를 발판으로 이들은 유럽에서의 전시를 진행시킬 수 있었

다. 타피에와 요시하라는 파리를 시작으로, 브뤼셀, 토리노, 밀라노, 그리

고 바르셀로나 등 유럽 일대를 함께 여행하였다. 그러던 중 1959년 5월

이탈리아 토리노의 팔라쵸 그라네리(Circolo degli Artisti of Palazzo

Graneri)에서 열린<아르떼 누오바(Arte Nuova)>전을 통해 구타이는 유

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 후 같은 해 6월 토리노의 갤러리아 아

르띠 피그라티비(Galleria Arti Figurativi)에서 <구타이 토리노전>이 열

렸다. 전자는 미셸 타피에, 루치아노 피스토이(Luciano Pistoi), 안젤로

드라고네(Angelo Dragone)가 기획한 것으로, 미국, 유럽 국가, 그리고 일

본의 미술가들 참여한 대규모 전시이며, 후자는 요시하라와 피스토이가

공동기획하고 구타이 멤버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전시로, 이는 후일 <제7

회 구타이미술전>으로 불리게 되는 전시이다.

토리노에서의 첫 번째 전시 <아르떼 누오바>전에 참여한 구타이 멤

버는 요시하라 지로, 카나야마 아키라, 모토나가 사다마사, 시라가 카즈

오, 시마모토 쇼조, 무라카미 사브로, 마사노부 마사토시, 그리고 다나카

아츠코의 총 8명이며, 그밖에도 테시가하라 소후(勅使河原 蒼風,

117) Jules Langsner, “Gutai: An On-the-spot Report”, Art International, 19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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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79), 폴록, 드쿠닝, 클라인, 마티유, 젠킨스, 등 국제적으로 잘 알

려진 미술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전시였다.118) 구타이가 유럽에서 참여했

던 첫 전시가 이렇게 대규모 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브르노 코라

(Brono Corà)는 다수의 미술가, 미술 딜러, 비평가, 컬렉터, 그리고 다양

한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구타이를 알고 있었고, 그들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119) 또한 이 전시를

계기로 1959년 처음으로 유럽에서의 구타이미술의 독창성에 대한 평가가

질로 도플레스(Gillo Dorfles)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타이를 다다의 부활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실

그들은, 막대기, 나무 가지 사이에 매달아 놓은 천, 찢어 놓은 종

이, 줄에 매달려 발로 그리는 그림 등 드문 도구들을 사용한다. 이

러한 것들은 표현에 있어서 새롭고 다이내믹한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적인 신념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자유주의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지만, 가장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을 통해서

소통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120)

이 전시평에서 볼 수 있듯이 1958년에 있었던 구타이 뉴욕전에서 미

118) 그 밖의 참여 멤버로, Hsio Domoto, Toshimitsu Imai, Ideku Fukushima,

Jorinasa Yanagi, Carla Accardi, Alberto Burri, Giuseppe Capograssi, Lucio

Fontana, Mattia Moreni, Antonio Sanfilippo, Luigi Spazzapan, Emilio

VEdova, Garellli, Assetto, Boille, A.Carena, Cherchi, Chighine, Morlotti,

Rambaudi, Somiani, Pollock, de Kooning, SamFrancis, Krasner, Jenkins,

Kline, Marca-Relli, Ossoria, Tobey, Fautrier, Mathieu, Tapiés, Riopella,

Saura, Serpan 등이다. Brono Corà, “Gutai in Europe Starting from Italy”,

(주 51), p. 179.

119) Brono Corà(주 51), p. 179.

120) Gillo Dorfles, “Arte nuova e Gruppo Gutai a Torino”, Domus no, 353,

Milan, April, 1959, Brono Corà(주 51), p. 18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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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 비평을 기준으로 구타이미술을 이해

했던 평가들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타이가 여러 가

지 재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는 것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아르떼 누오바>전과 같은 해에 개최된 <구타이 토리

노전>은 구타이미술을 깊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시가 이루어진 갤러리아 아르띠 피그라티비

는 소규모 갤러리로, 전시에서는 구타이 멤버의 회화작품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었다. 또한 1959년 4월 기관에서 발행한 잡지 『노티지에(Notizi

e)』를 통해 구타이의 초기 작품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도판53] 표지에는 무라카미 사브로가 크라프트지를 뚫고 나오는 퍼

포먼스 작품의 사진이 실렸고, 요시하라 지로의 글,「새로운 미술의 미래

(The Future of the New Art)」를 시작으로 스미 야스오, 시라가 카즈

오, 시라가 후지코, 시마모토 쇼조, 무라카미 사브로, 모토나가 사다마사,

마사노부 마사토시, 야마자키 츠루코 등 구타이 멤버의 글들이 다수 실

려 구타이미술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21)

미술사가 밍 티암포(Ming Tiampo)는, 토리노에서 두 차례 연달아 이

루어진 전시가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통해 구타이미술이 추상표현주

의의 파생물에 불과하다고 평가된 것에 대한 반박에 열중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전시는 유럽, 북미, 그리고 일본 등의 미술가들

을 한 자리에 모아 미셸 타피에가 주창한 “다른 미술(Art Autre)”의 기

준 하에서, 국가적 차이를 제 1 순위로 강조했던 전시였다는 점을 들었

다.122) 이러한 태도는 이 전시의 도록에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121) Arti Figurative, Notizie, Apr. 1959.

122) Ming Tiampo(주 19),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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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와 조각가들의 태생적인 비범함(native genius)에 의한 표현을 우리

들에게 보내왔다”고 밝히거나, “이러한 회화적인 표현의 새로운 형식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에서 동등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

다”고 주장했던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23)

나아가 이 전시에서는 일본의 전위적인 꽃꽂이 예술가이자 이 예술장

르의 소게츠(草月)류를 창시한 테시가하라 소후를 초빙하거나, 극적으로

서도(書道)를 시연함으로써 미술 행위를 일본의 전통과 연결시켰다.124)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시는 일본의 전통적 문화의 특성을 통해 일본 미

술가들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타피에가 생각하는 “다른 미술”

의 틀에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큰 흐름이라는 것을 보

여준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럽에서 일본미술을 일본 고유의 문화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경향은 1950에서 1960년대에 일본의 전통문화와 전후 일본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1959년 프랑

스와 일본이 공동 제작한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Hiroshima, Mon

Amour)>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을 통해 유럽인들

은 일본과 전후 시대를 공유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유럽인들이 일본의 서도, 화도, 선불교 등으로 관

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리노에서의 전시 후, 같은 해 10월에는 이탈리아 리소네(Lissone)에

서 열린 <프리미오 리소네>전에 시라가 카즈오와 모토나가 사다마사가

참가하였고, 11월에는 파리의 스테들러 갤러리(Stedler Gallery)에서 타피

123) Penin Farina, Arte Nuova, exh. cat., Turin: Circolo degli Artisti, 1959, p.

11, Luciano Pistoi, introduction to Arte Nuova, p. 17, Ming Tiampo(주 19),

p. 113에서 재인용.

124) Ming Tiampo(주 19),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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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 기획한 <메타모르피즘 (Metamorphism)>전시에 시라가 카즈오와

요시하라 지로가 출품하였다. 1961년 3월 토리노의 타피에가 설립한 국

제미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통과 전위>전, 그리고 1962년 <구

조와 양식>전 등을 통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의 전

시가 잇달아 이루어졌다.

구타이의 유럽에서의 전시, 특히 토리노에서의 전시들은 후일 구타이

미술을 제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에 의해 기획된 아르떼 포베라

(Arte Povera) 운동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르떼

포베라는 196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미술가들이 미술의 전통적인 개념에

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자연, 일상생활, 당시의 사회문제 등을 탐

구했던 운동이지만, “운동이라는 강한 의미보다는 미술가 연합, 즉 느슨

한 동인”에 가까운 것이었다.125) 1970년 첼란트가 기획한 전시 <개념미

술, 아르떼 포베라, 대지미술(Conceptual Art, Arte Povera, Land Art)>

의 전시도록 서문에서 알도 파소니(Aldo Passoni)는 구타이에 대해서

“아르떼 포베라와 관련되어 최근의 미술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일본의 ‘구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126)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사가 바바라 베르토치(Barbara Bertozzi) 역시

1991년 글에서, 토리노에서 전시가 있을 당시 구타이의 야외전, 해프닝,

무대전 등 초기의 작품들이 사진자료로서 소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르떼 포베라가 로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행동 거점을 특히 토리

노로 삼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60년대 후반의 아르떼 포베라와

구타이의 미술적 경험들과의 관련성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125) 로버트 룸리(Robert Lumley),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2004), 박미

연 역, 열화당, 2006, p. 12.

126) Aldo Passoni, “Foreword”, Conceptual Art, Arte Povera, Land Art,
Galleria d’Arte Moderna, Turi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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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주장하였다.127) 또한 1997년 안나 미놀라(Anna Minola)는 구타

이미술과 관련하여, “‘다른 미술’이라기보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의 미술

이다. 구타이를 포함한 아르떼 포베라에 대해 강한 인상을 주었던 전통

은 1960년대 후반 토리노를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었다.”라고 구타이미술

에서 보이는 일본적 특성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128)

이러한 구타이의 활발한 국제적 전시활동은 1960년 오사카에서의 전

시 <제9회 구타이미술전(인터내셔널 스카이 페스티벌)>으로 이어졌다.

요시하라와 타피에는 오사카 다카시마야 옥상에 외국 미술가와 구타이

그룹멤버들의 작품을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띠워 전시하였다. [도판54]

1960년 이후부터는 구타이 멤버들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외국에서의 전시

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1년 12월에는 모토나가 사다마사가 뉴욕

의 마사 잭슨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시라가 카즈오는 1963년 1월

에 스테들러 갤러리에서 자신의 개인전을 열었다. 1964년 1월에는 다나

카 아츠코와 요시하라 지로가 구겐하임의 국제미술상을 수여하여 구겐하

임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1965년 4월에 열렸던 뉴욕의 현

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의 <일본의 새로운 회화와 조각>전

에는 카나야마 아키라, 시마모토 쇼조, 시라가 카즈오, 다나카 아츠코, 모

토나가 사다마사, 야마자키 츠루코, 요시하라 지로 등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활동들 중에서도 특히 1965년에는 4월 암스테

르담 스테델릭 갤러리에서 <0(Nul)>전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전시는 독

일의 제로(Zero) 그룹과 네덜란드의 눌(Nul) 그룹이 함께 기획한 전시인

데, 이들의 초청에 의해서 구타이가 이들의 전시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

127) Barbara Bertozzi(주 7), p. 61.

128) Anna Minola, "Michel Tapie e Ia svolta di Torino/Turin: Un tournant

pour Michel Tapie''[Turin: a turning point for Michel Tapie], in Michel
Tapie: Un Art Autre, exh. cat. (Turin: Edizionid'Arte Fratelli Pozzo, 1997),

56/57, Ming Tiampo(주 19), p. 1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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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로그룹은 1957년 뒤셀도르프에서 하인즈 마크(Heinz Mack), 오토

피네(Otto Piene)가 조직하고 후일 귄터 우에커(Günther Uecker)가 합류

한 단체이며, 눌 그룹은 1961년에 헹크 페테르스(Henk Peeters)와 얀 슌

호펜(Jan Schoonhoven)등에 의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결성된 미술단체

이다. 이 두 단체는 뜻을 같이하여 1960년대 전반에 함께 활동하였는데,

이들이 기획한 전시에 구타이가 초대되어 이들의 작품과 함께 구타이 멤

버인 요시하라 지로, 카나야마 아키라, 시마모토 쇼조, 다나카 아츠코, 무

라카미 사브로, 모토나가 사다마사, 야마자키 츠루코가 작품을 출품하였

다. 그밖에도 이탈리아의 그룹 T(Gruppo T),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카스테라니(Castellani),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 폴 버리(Pol

Bury), 이브 클라인(Yves Klein), 한스 하케(Hans Haacke) 등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도판55]

제로 그룹과 눌 그룹이 구타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1961년에 미

셸 타피에와 하가 토오루(芳賀徹)가 공동 저술한 책『일본에서 연속성과

전위(Continuité et avant-garde au Japon)』를 통해서이다.129) 제로 그

룹의 하인즈 마크가 1962년 뒤셀도르프에서 눌 그룹의 헹크 페테르스에

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눌 그룹은 구타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프랑스어

로 저술된 이 책에서는 구타이를 비롯한 당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던

일본의 미술가들에 대해서 서구의 관점에서 소개하였고, 구타이 그룹의

활동 사진자료를 실었다. 이들이 구타이에 대해서 알게 된 또 다른 계기

에 대해서 연구자 밍 티암포는 헹크 페테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눌

그룹 미술가 헹크 페테르스가 미술가 이브 클라인의 처남이었던 제로그

룹의 하인즈 마크를 통해서 이미 구타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

129) 1962년에 영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Michel Tapié, Tore Haga,

Avant-Garde Art in Japan, Harry N. Abram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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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0)

페테르스는 1962년의 <0(Nul)>전을 기획할 때부터 구타이를 초대하

고 싶어했으나 그의 바람은 1965년의 전시에서 성사될 수 있었다. 요시

하라는 이 전시를 위해서 구타이의 회화작품을 위주로 준비하여 암스테

르담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페테르스가 원하는 것은 구타이 초기의 작품

이었다. 그의 요구에 따라서 요시하라는 사전에 지참한 카나야마 아키라

의 <풍선>[도판55], 시마모토 쇼조의 관객참여 작품<이 위를 걸어가 주

세요>[도판55], 무라카미 사부로의 상자 형태의 종이를 찢어놓은 작품

등을 중심으로 전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조수로 동행한 그의 아들 미

치오와 함께 현지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작품을 새로 제작하였다. 이들이

새로 제작한 작품으로는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물주머니 작품이나 카나야

마 아키라의 발자국이 찍힌 작품 등이며 일부는 네덜란드의 미대생들에

게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다.131) [도판56]

한편, 요시하라가 암스테르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 전시 내용에 대

해 알게 된 미셸 타피에는 편지를 통해 “왜 구타이가 앵포르멜 회화를

전시하지 않느냐”며, “가능한 한 빨리 파리로 와달라”고 전했다고 한

다.132) 이는 타피에가 구타이를 앵포르멜 미술 그룹으로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일화이다. 이에 반해 하

인즈 마크는 당시 함께 활동하던 미술그룹들의 관계도 안에서 구타이를

쌍방향의 화살표로 위치시킴으로써 서구의 미술 그룹들과 동시대적으로

교류했던 미술가임을 드러내었다.[도판57] 이는 그가 2012년 알렉산드라

먼로와의 인터뷰에서 구타이의 서구미술과의 관계에 대하여 “믿을 수 없

는 우연”이라고 발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3) 하인즈 마크 역시

130) Ming Tiampo(주 19), p. 127.

131)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구타이』14호 참조.

132) Marco Franciolli(주 51),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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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술을 국제적인 미술의 흐름으로서 제시하고 싶어 했던 것은 사

실이지만, 제로 그룹과 눌 그룹이 기획한 암스테르담의 전시를 통해서

그 전까지 미셸 타피에와 마사 잭슨을 비롯한 여타 서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구타이미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소개한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 이후의 도

어 애쉬톤, 어빙 샌들러, 윌리엄 루빈 등의 비평과는 다르게 구타이의 국

제적 동시대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2) 구타이 피나코테카에서의 활동

1962년 9월 1일 구타이는 오사카 나카노지마에 독자적인 전시공간인

“구타이 피나코테카(Pinacotheca, ピナコテカ, 개관 당시는 ‘피나코세카(ピナ

コセカ)’라고 표기되어 있음)”를 개관하였다.[도판58] 당시 오사카에는 현

대미술, 그 중에서도 특히 전위적인 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시하라가 소유한 메이지 시대에 세워진

창고의 내부를 개조하여 독자적인 전시공간을 설립한 것이었다.

“피나코테카”란 그리스어 “Pinakotheke”를 어원으로 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관(絵画館)”, “화랑”을 의미하는데, 이 명칭은 미셸

타피에가 명명한 것이었다.134)[도판59] 개관 초기에는 일반관람자와의 교

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타이 피나코테카 친우회」가 조직되었고

기관지 『피나코테카』가 발행되어 구타이 멤버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실렸다.

요시하라 지로는 구타이 피나코테카 팜플렛에서 개설 취지에 대해서,

133) Alexandra Munroe, “all the landscapes: gutai’s world”, Gutai : Splendid
Playground, Guggenheim, 2013, p. 36.

134) 平井章一(주 20),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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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충실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때때로는

의의가 있는 개인전이나 그 밖의 전람회를 열어서 신인의 발견, 국제 교

류 등을 위해서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135) 이에 따라 이 전시 공간에

서는 상설전을 비롯하여 제15회, 제17회-제21회 <구타이전>을 개최하

고, 시마모토 쇼조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구타이 멤버들의 개인전을 연이

어 기획함으로써 구타이 멤버들의 활동 거점의 역할을 하였다.

구타이 피나코테카에는 외국의 미술가, 음악가, 비평가 등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외국 미술가들의 전시를 주최함으로

써 이 공간이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4년 6월 1일에는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전시가 개최되어

폰타나의 평면작품 21점, 조각작품 1점, 세라믹 6점 등 38점이 전시되었

다. 1966년 1월 10일에는 동경화랑에서 개최된 <에디션 매트(エディショ

ン・マット)>전 출품작과 요시하라 지로의 콜렉션으로 구성되어 10개국의

48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 <해외 새로운 미술전>이 개최되었다. 그밖

에도 이곳에서는 샘 프란시스(Sam Franscis), 알프레드 레슬리(Alfred

Leisly)의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구타이 피나코테카가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은 시라

가 카즈오가 1967년 미술수첩에 연재했던 글을 통해 피나코테카의 방문

객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6) 미술가 재스퍼 존스

(Jasper Johns)와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가 방문하였

고, 미국의 전설적인 무용수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의 무용단

이 방문하여 구타이 무대전의 영상자료를 흥미롭게 살펴보았으며, 요시

135) 吉原治良,「グタイ　ピナコセカの開設に当って」, グタイ　ピナコセカ パンフレット より,

1962. 08. 14, 芦屋市立美術博物館 編(주 27), p. 236 수록자료.

136) 여기에서 나열되는 구타이 피나코테카 방문객에 대해서는 白髪一雄,「冒険

の記録ーエピソードでつづる具体グループの12年（連載最終回）」,『美術手帳』

No. 287, 1967. 12. 참조하여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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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지로와 교류가 있었던 이사무 노구치(イサム・ノグチ) 등이 방문하였

다. 폴 젠킨스(Paul Jenkins)는 그의 아내 앨리스 베버(Alice Baber)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약 한 달 동안 피나코테카 2층을 아뜰리에로 사용

하면서 수 십장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1964년 12월에 1층에서 그 작품들

을 전시를 개최하였다.[도판60, 61]

이 시기에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윌리엄 S. 리버맨(William S.

Lieberman)이 <일본의 새로운 회화와 조각전>에 출품할 작품을 선별하

기 위해 피나코테카를 방문하였고, 이듬해 4월 이 전시에 요시하라 지로,

시라가 카즈오, 다나카 아츠코, 무카이 슌지, 그리고 모토나가 사다마사

가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이 존 케

이지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요사하라 미치오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하

였다.137) [도판62, 63] 그밖에도 미술평론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피에르 레스타니

(Pierre Restany) 등이 구타이 피나코테카를 방문하여 구타이와의 교류

를 이어나갔다.[도판64]

그러나 구타이 피나코테카는 1970년 4월 한신고속도로 출입구의 건설

공사로 인해서 폐관하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전시는 당시 개최중

이었던 <요시하라 지로 전>이다. 피나코테카의 뒤를 이어 1971년 10월

2일 같은 오사카 나카노지마에 “구타이 미니 피나코테카”가 개설되었지

만 이듬해 3월 구타이의 해산이 결정되고 같은 해 4월 <구타이미술 17

년의 기록>전을 마지막으로 이곳 역시 폐쇄되었다.

137) 平井章一(주 20),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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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타이미술협회 해산

1960년대에 들어 구타이에는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하게 되었다. 1961

년 무카이 슌지(向井修二, 1940-)를 시작으로 이듬해 마에카와 츠요시(前

川強, 1936-), 1963년에는 마츠타니 다케사다(松谷武判1937-)와 나사카

유코(名坂有子1938-)가 합류하게 되었고, 2년 후인 1965년에는 이마이

노리오(今井祝雄, 1946-), 이마나카 쿠미코(今中クミ子, 1939-)를 포함한

12명이 대거 가입하였으며, 1968년까지 총 25명이 구타이에 합류하게 되

었다.138)

이렇게 새로 가입한 멤버들은 초창기 구타이 멤버들보다 젊은 작가들

로서, 대부분 구타이의 활약을 가입 전부터 알고 있었던 미술가들이었다.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 새로운 멤버를 가입시키지 않았던 구타이가 이

렇게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시마모토는, “50년

대까지 구타이는 굳건한 단체라기보다 운동체와도 같은 모임이었지만

1962년 구타이 피나코테카의 설립 등의 연유로 요시하라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단체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고 회고하였

다.139) 한편, 1962년에 구타이 멤버가 된 마에카와는 2013년의 인터뷰에

138) 1960년 이후 구타이 가입 멤버는 다음과 같다.

1961년: 무카이 슌지(向井修二,), 1962년: 마에카와 츠요시(前川強), 와타나베

히로시(渡辺宏), 1963년: 마츠타니 다케사다(松谷武判), 나사카 유코(名坂有子),

1965년: 이마이 노리오(今井祝雄), 이마나카 쿠미코(今中クミ子), 나사카 센키치

로(名坂千吉郎), 나오하라 미치마사(猶原通正), 요시다 미노루(ヨシダミノル), 사

카모토 마사야(坂本昌也), 타이 사토시(田井智), 오노다 미노루(小野田実), 키

나시 아이네(木梨アイネ), 다나카 류지(田中竜児), 나오하라 미치마사(猶原通

正), 나베쿠라 다케히로(鍋倉武弘)1966년: 호리오 사다하루(堀尾貞治), 키쿠나

미 죠지(聴濤襄治), 다카사키 모토나오(高崎元尚), 1967년: 마츠다 유타카(松田

豊), 1968년: 카와무라 사다유키(河村貞之), 모리우치 케이코(森内敬子), 칸노

세이코(管野聖子), 호리오 아키코(堀尾昭子).

139) 嶋本昭三オーラル・ヒストリ2008.08.30.,
http://www.oralarthistory.org/archives/shimamoto_shozo

/interview_02.php (최종접속일: 201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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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셸 타피에가 더 이상 멤버를 늘리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요시

하라는 새로운 멤버를 합류시키지 않았지만, 구타이가 매너리즘에 빠졌

다고 느꼈기에 젊은 세대를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0)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 전까지는 구타이에 가입을 희망하는 미술가들이 찾

아와도 구타이 멤버로 합류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1960년대 이후로 그것

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요시하라 지로는『구타이』지 14호에서 새로 합

류한 구타이 멤버들에게, “이전까지의 구타이전에 있어서 전 사람의 선

례를 일부러 따르려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희한한 작품을 당당하게 제

시했던 선배들의 자세와 같은 질(質)의 뻔뻔함과 겸허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141)

1960년대의 구타이 그룹의 활동이나 새로운 멤버의 합류로 변화한 그

룹의 분위기는 1964년의 아사히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제14회 구타이전>에 대한 전시평으로, 「전환기에 서있는 구타

이미술전」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다.

‘구타이스러움’이 익숙해져 양식화 되는 경향에 이르러, 기술은

보다 세련되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아

닐까. […] 새로운 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꽃을 피웠던 실험

의욕이 정체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쉬운 일이다. 그 중에서

도 기호를 나열해서 리드미컬한 무카이 슈지, 빨강, 파랑, 금의 점

을 연결해서 정순한 시적 감정을 노래 부르는 나사카 유코, 매직의

선묘에 비닐염료를 부어서 달콤한 정감을 주장하는 호리이 등, 오

히려 온아한 작풍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상에 남는다.142)

140) 前川強, 本江邦夫との対談, 「具体二世代と呼ばれる作家が語るー具体美術と吉原

治良の素顔」, 軽井沢ニューアートミュージアム編(주 13), p. 57.

141) 吉原治良,『具体』14号,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309.

142) 「転換期にたつ具体美術展」, 『朝日新聞』, 196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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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구타이 멤버들의 실험정신이 약

화되어 정체기로 접어들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타이에 새로 합류한

멤버들, 특히 이름의 첫 알파벳에 따라 “3M”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무카

이, 마에카와, 마츠타니, 그리고 나사카 유코 등 새로운 멤버의 구타이

합류를 통해 그룹이 활동 초기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카이는 1959년 교토시미술관에서 열린 <제8회 구타이미술전>에서

시라가 카즈오의 200호의 작품 8점을 보고 동경하여 구타이에 입회하였

다고 밝혔는데, 입회 후에는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오토마티즘적 작품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143) 그는 무수의 기호를 공간 전체에 빼곡

하게 채우는 <기호의 방>(1961)[도판65]을 <제10회 구타이미술전>에 출

품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이 작품은 이 작품에서 방 전체를 의미가 없

는 기호들로 가득 채우고 미술가를 포함한 모든 방 안의 물건들을 기호

로 메꾸어 전시 내내 방 안에 배치되어 있는 쇼파에 미술가 자신이 누워

있는 것을 보여준 작품으로 50년대 말부터 구타이에서는 보기 힘들게 되

었던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이다.

마에카와는 1959년 <제8회 구타이미술전>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1962

년이 되어서야 구타이 멤버가 되었다. 마에카와는 “당시에는 멤버가 아

닌 경우 <구타이미술전>에 출품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1959년의

전시의 경우 전시장소가 넓어서 인지 특별히 공모전 형식으로 작품을 모

집하였다”고 회고하였다.144) 그는 삼베(ドンゴロス)로 그림을 그려 물질성

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도판66]

143) 向井修二, 本江邦夫との対談, 「従来の『絵』の否定から『記号』へ」, 軽井沢

ニューアートミュージアム編(주 13), p. 49.

144) 前川強, 「ドンゴロスから始まり一貫して布を素材とした独自の表現を貫く」, 軽井沢

ニューアートミュージアム編(주 13),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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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타니는 간사이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구타이에 대해서 잘 알

고 있었고, 자신의 작품을 먼저 모토나가에게 보여주었고, 그를 통해 요

시하라에게 작품을 보여주었지만 3년 정도 구타이 멤버가 되지 못하다가

1963년에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화를 전공했으나 구타이 합

류 후에 목공용 본드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로 두각을 드러냈다.[도판

67]

나사카 유코는 1962년에 <제47회 이과전>과 <제5회 현대일본미술

전>에 출품하고, 1962-64년의 <아시야시 전>에서 3년 연속 수상하였으

며, 1963년에 구타이 멤버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녀의 대표작은 골판지의

뒷면에서 드릴로 무수의 구멍을 뚫어 표면을 튀어나오도록 작품을 제작

한 작품들이다.[도판68]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타이는 이러한 젊은 작가들의 등장을 통해 구타

이미술을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룹

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4년 우키타 요조가 탈퇴하고, 이듬해에

는 다나카 아츠코와 카나야마 아키라가 그룹을 떠나게 되었으며, 같은

해에 잡지『구타이』의 종간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타이의 노력은 1968년 공식적으로 마지막 구타이전이 된

<제21회 구타이미술전> 개최 이후, 1970년에 절정을 맞아하였다. 1970년

에는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최초의 만국박람회에 구타이가 참여하게

되면서 60년대 후반부터 구타이의 활동은 이 이벤트에 집중되었다.145)

만국박람회에서 개최된 만국박미술전의 <현대 활동의 부>에는 요시하라

지로, 시라가 카즈오, 모토나가 사다마사 등의 대표적인 구타이 작품이

145) 정식 명칭은 “일본만국박람회(EXPO ’70)”로, 1970년 3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인류의 진보와 조화>라는 테마로 오사카 스이타시

센리큐료(吹田市　千里丘陵)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이다. 이는 1964년의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전후 고도 경제성장이 된

일본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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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되었다. 만국박미술관(현재 국립국제미술관)의 앞마당에는 간토와

간사이 멤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타이 멤버들은 합작으로 <가든

온 가든>을 설치하였고, 간토에서는 미술평론가 토노 요시아키(東野芳

明)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홈 마이 홈>을 제작하였다.[도판69] 또한

“미도리관” 파빌리온에 입구 홀에 구타이 그룹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박람회 중심부에 위치한 만국박람회 오마츠리 광장(万国博お祭り広場)에

서는 구타이의 마지막 무대전인 <구타이미술축제(具体美術まつり)>가 개

최되었다.[도판70, 71]

이렇게 그룹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

국박람회 전후로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구타이의 결속력이

약화되었다. 1970년에는 구타이 초창기 멤버인 시마모토 쇼조, 무라카미

사브로, 다나카 아츠코가 연달아 그룹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는 새로운 멤버의 합류로 인해서 그룹의 분위기가 변화한 것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독립적으로 미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약력을 쌓은 미술가들이 차례로 독립하면서 이러

한 움직임이 심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1972년 구타이를

이끌었던 요시하라 지로가 2월 4일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멤버들의 의견 일치에 의해 3월 31일 자로 구타이는 해산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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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구타이미술의 재구축전

1972년 그룹 해산 후 구타이는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회고전을 통

해서 재평가되었다. 1976년 오사카에서 회고전＜구타이미술 18년(具体美

術の18年)＞이 열렸고, 1979년에는 고베에서 <요시하라 지로와 구타이

그 후(吉原治良と具体のその後)>전이 개최되었다. 구타이의 회고전이 본격

화되는 것은 1980년대부터로, 그 배경에는 전후 일본미술을 재고하고자

시도가 일본 안팎에서 일어난 것을 들 수 있다.

1981년 9월 도쿄도미술관에서 개최된 <현대미술의 동향Ⅰ 1950년대-

그 암흑과 광망(その暗黒と光芒)>전을 시작으로 일본 현대미술을 역사화

하는 전시가 세 차례 연달아 개최되었다. 두 번째 전시는 1983년 <현대

미술의 동향Ⅱ-다양화로의 출발(多様化への出発)>전이며, 세 번째는

1984년 <현대미술의 동향Ⅲ-그 국제성과 독자성(その国際性と独自性)>전

이다. 1985년에는 아시야와 오사카에서 구타이 재조명전이 연달아 개최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스페인 마드리드의 <구타이-행위와 회화

(Grupo Gutai: Pintura Y Acción)>전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구타이 회고

전이 열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국 옥스퍼드 근대미술관의 <재

구성: 일본의 전위예술 1945-1965　(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전이 열렸고, 1986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전위

의 일본(Japon des avant-gardes 1910-1970)>전이 개최되어 유럽에서

전후 일본미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91년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 마틸덴회헤미술관과 국제교류기금 주최로

<구타이-일본의 전위 1954-1965(GUTAI Japanische Avantgarde

1954-1965)>전이 개최되었고, 1994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소호의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에 대항하는 외침(Japanese Ar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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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Scream Against the Sky)>전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 전후미술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전시들을 통해 전후 일본미술은

국제 미술사에 편입하고자 시도하였고, 구타이는 이러한 전후 일본미술

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었다.

구타이가 이렇게 외국에서 전시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1980

년대 이후 구타이를 포함한 전후 일본미술에 대한 관심과 일본 정부의

문화외교 정책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를 거

치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러한 경제 성장은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책

적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문화외교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 일환으로 1972년 일본 외무성 소관 특수법인으로 국제교류기

금(Japan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전후 일

본미술과 구타이미술전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획함으로써 대외적

으로 일본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한편 이 시기에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

된 경제 쇠퇴로 인하여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공공지출의 축소가 대대적

으로 일어나는 시기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소위 “버블경제”가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이 운영 자금이 어려웠던 서구 미술관에 유

입되면서 일본은 자국의 미술을 알리고 서구미술의 역사에 편입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2013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구타이: 근사한 놀이터 (Gutai: Splendid Playground)>를 통해

전시, 학술연구, 그리고 미술시장을 포함한 국제 미술계 내에서 구타이미

술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일본 내에서는 구타이 그룹의 미

술뿐만 아니라 개별 멤버의 미술의 전시와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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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의 이러한 전시와 학술연구들

을 통해서 구타이의 활동을 국제 미술계의 네트워크 안의 움직임으로 파

악함으로써 이들의 국제적 동시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화한 구타이의 재구축전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1970년대 구타이 해산 직후 구타이의 일본 내의 회고전을 살펴

보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안팎에서 활발히 개최된 전후 일본미술의

재구축 전시들과 그 속의 구타이미술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구타이미

술이 전후 일본미술의 맥락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재평가되는 1990년대

의 전시양상과 2000년대 이후의 전시들에서 보여주는 구타이에 대한 동

시대성을 강조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그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1. 1970년대: 간사이 지방에서의 구타이미술 회고전

1976년 11월 오사카부민 갤러리에서 회고전＜구타이미술 18년＞이 열

렸다. 이 전시는 오사카부 주최로 기획된 전시로서, 구타이 결성부터 해

산까지 재적한 구타이 멤버들을 총망라하여 구타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였으며, 초기에 상실된 작품들을 재제작하여 보완하였

다. 요시하라 지로, 우키타 요조, 카나야마 아키라 등의 구타이 멤버 작

품 총 73점이 전시되었고, 이 전시를 통해 구타이 멤버들에 의한 상세한

기록집이 발간되어 구타이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전시는 구타이 해산 후 처음으로 열린 구타이의 회고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가 개최된 3년 후 1979년 1월 고베 소재의 효고현립 근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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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兵庫県立近代美術館)에서 <요시하라 지로와 구타이 그 후>전이 개최

되었다. 이 전시에는 요시하라 작품 52점을 포함한 시마모토 쇼조, 시라

가 카즈야 등의 구타이 멤버의 작품 151점이 소개되었다. 전시와 함께

미술관에서는 「요시하라 지로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자 다카하

시 토오루(高橋亨)와 구타이 멤버 모토나가 사다마사, 시마모토 쇼조가

참여한 좌담회가 열렸고, 「미래미술의 모험가들」, 「만박 구타이미술

축제」등의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구타이 멤버의 신작을 소개하고, 요시

하라의 유형, 무형의 유산을 검증하였다. 이 전시는 해산 이후 구타이의

현재의 활동 상황을 함께 보여주었기에 전형적인 회고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시의 전시도록은 구타이가 해산 한 이후 1970년대 간사이

의 현대미술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해산 후 구타이 멤버와의

관계를 알기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았다. 이 전시가 개최되고 있던

1979년 1월 고베의 갤러리 산치카(さんちか)에서는 6일간 <요시하라 지로

와 구타이 그 후>전에 맞추어 구타이 사진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

시는 구타이의 기록사진을 대부분 촬영했던 구타이 멤버 요시타 토시오

가 약 1만점의 흑백사진 중에서 선별한 약 100점의 사진이 공개된 전시

였다.

이처럼 1970년대에 개최되었던 구타이 회고전은 모두 구타이의 활동

거점이었던 간사이 지방에서 개최된 전시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 구타이

멤버들이 활발히 미술 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타이 그룹의 18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여 이를 체

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 회고전들을 통해 구축된 구타이의 자료들

은 1980년대에 연달아 일본 안팎에서 개최되는 전후 일본미술 관련 전시

들과 구타이 회고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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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 전후 일본미술 속의 구타이미술

(1) 전후 일본미술의 역사화 과정 속의 구타이미술

1980년대는 앞서 설명했듯이 전후 일본미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1981년 9월 도쿄도미술관에서는 일본의 현

대미술을 대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전시 <현대미술의 동향Ⅰ 1950년대-그

암흑과 광망>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를 기획한 유루기 야스히로(萬木

康博)는 도록에서 1950년대를 재조명한　배경에 대하여, “대단히 정치적

인 시기였기 때문에 공적인 미술관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지

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146) 그러나 일본 패전 이후, 혼란과 대격변의

시기였던 1946년부터 1963년까지의 미술을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다

룬 전시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시에는 요시하라 지로, 다나카 아

츠코, 시라가 카즈오, 카나야마 아키라 등의 구타이 멤버와 카와라 온(河

原温), 야마구치 타케오(山口長男) 등의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서 구타이 해산 이후 도쿄에서 처음으로 그룹의 작품이 선보

여졌고, 전후 미술사 속에서 구타이의 혁신성을 소개할 수 있었다.

그 해 12월 도쿄근대미술관에서도 전후 미술을 회고하는 <1960년대-

현대미술의 전환기>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1958년부터 1970년대의

일본 미술을 다룬 전시로, 구타이에서는 요시하라 지로, 요시하라 히데

오, 이마이 도시미츠, 시라가 카즈오, 다나카 아츠코, 모토나가 사다마사

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밖에도 다카마츠 지로, 야요이 쿠사마, 도모토

히사오 등의 일본 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도쿄도미술관에서는

146) 萬木康博, 『1950年代：その暗黒と光芒展図録』, 東京都美術館，1981,

前山裕司, 「『実験場1950ｓと『1950年代ーその暗黒と光芒』のあいだ」,

『美術評論家連盟会報 aica JAPAN NEWS LETTER ウェブ版)』, 第4号,

2014年11月, p. 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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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리즈전이 개최된 이후 1983년에 두 번째 전시 <현대미술의

동향Ⅱ-다양화로의 출발>, 1984년 <현대미술의 동향Ⅲ-그 국제성과 독

자성>을 개최하여 현대미술의 흐름을 총망라하고자 하였다.

1980년 중반 일본 전국적으로 전후 일본미술이 관심을 두었던 한편,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구타이 그룹을 단독으로 다루는 전시들이 개최

되었다. 1985년 아시야시민 센터에서 아시야시 주최로 <요시하라 지로와

「구타이」>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아시야시 45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구타이미술 18년>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구타이 회고전이다. 이 전

시는 요시하라 지로를 중심으로 구타이의 활동 시기를 구분하여 그룹 멤

버들을 소개하였고, 그 전까지 간과되었던 구타이 후기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같은 해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에서 <회화의 폭풍 1950년대-앵포르멜,

구타이미술, 코브라>전이 개최되어 구타이 작품 36점이 전시되었다. 구

타이를 앵포르멜과 코브라 등의 국제적 미술활동과 연결시켜 구타이미술

과 국제 미술과의 관계를 보여준 전시라는 점에서 다른 전시들과 차별성

을 지닌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일본 내에서 자국의 1950년대부

터 1970년대의 미술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잇달아 개최되었다. 종래 일본

의 미술관은 주요 미술가나 그들의 작품에 주목하는 것이 기본이었던 것

에 비하여 1980년대는 미술가의 주변적 인물이나 무명의 미술가들, 그리

고 작품과 관련된 자료나 작품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에도 가치를 두기

시작한 시기였다.147) 이러한 맥락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전시들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전시였다고 할 수 있겠다.

147) 前山裕司, 「『実験場1950ｓと『1950年代ーその暗黒と光芒』のあいだ」,

『美術評論家連盟会報(aica JAPAN NEWS LETTER ウェブ版)』, 第4号,

2014年11月,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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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문화외교 정책을 통한 전후 일본미술 해외전시

1980년대에 들어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역시 전후 일본미술

의 전시들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1985년 12월 영국 옥스퍼

드 근대미술관에서는 <재구성: 일본의 전위예술 1945-1965>전이 개최되

었고, 이듬 해 1986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는 <전위의 일본>전이 열렸

다.

이렇게 전후 일본미술 전시들이 외국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일본의 경제적, 정책적, 외교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외

무성과 국제교류기관이 주도한 문화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1960년대부터 1970년에 걸쳐 빠르게 일본의 경제는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지만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경제적 비상은 국제

사회로 부터 경계심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1971년

도의 일본외무성에서 발표한 『우리 외교의 근황』에서도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으로부터 경계의 눈빛

으로 보이거나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148)

이러한 상황을 자각하였던 일본은 국가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문화외

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쳤고, 1972년 일본 외무성

소관 특수법인으로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전후 일본미술과 구타이미술전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획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일본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설립 후 40년 이상 일본현대미술

외에도 일본미술에 관련된 외국에서의 전시, 베니스 비엔날레 등의 국제

148)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 197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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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의 일본미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국제교류기금의 설립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속의 일본문화 발전에 힘을 쏟았다. 전후 일본의 문화외교에

관한 연구서에서 김필동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은 “경제대국의 지위를

등에 업고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통상마찰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대응전략, 일본사회의 국제화 진전 등과 맞물리

면서 일본의 문화외교 역시 ‘선진대국’의 가치를 이입시키는 형태로 세밀

함을 더해갔다.”149) 즉 일본은 선진대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

기 위하여 경제협력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일본은 외

무성과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획사업과 해외홍보활동을 추

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소신표

명 연설에서, 일본이 경제의 국제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세

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국제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

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일본인이 2000년의 전통 위에서 스스로의 특

색을 발휘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와 조화하여 세계적 보편

성을 겸비하는 것이 지금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50) 즉

1980년대 경제대국을 이룩한 일본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하여 당면한 과제는 자국의 특색을 강조하면서도 세계 보편의 문화적 지

위를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49) 김필동, 『전후 일본의 문화외교 연구』, 소명출판, 2014, p. 282.

150)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일본의 제71·72·73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냈으며, 1947

년의 제23회 중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회 연속으로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中曽根康弘, 「第100回国会における中宗根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

演説(1983.9.10.)」, 『わか外交の近況』, 1984,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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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의 문화외교의 상황 속에서, 일본은 1980년대에 자국의

전시를 통해 소개하였던 전후 일본미술의 흐름을 발판으로 외국에서의

전후 일본미술의 전시들을 개최하여 일본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함과 동시

에 세계 미술의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미술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적 외교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까지 일본과 유럽의 미술관들의 재정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 일본은 소위 “버블 경제”에

의해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상황이었던 반면,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석유파동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실업률 증가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일어나던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 1979년 영국의 수상이 된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는

공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 그리고 공공 지출의 축소

와 삭감을 추진하였고, 이는 문화 예술 분야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

었다. 이에 대해 김정희는 2010년 출판된 저서『문명화, 문화주의, 기업

문화: 영국정부와 예술 정책』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대처

가 “문화와 예술 분야에 민간 자금을 유입시켜 산업 분야처럼 기업문화

정신에 따라 운영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하면서, 1980년대의

국립 미술관들의 재정과 전시 양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151)

민간 기업들은 운영 자금 조달 문제로 고통 받는 국립 미술관들

의 스폰서가 되어 전시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고 전시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술관의 재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의 전

시의 경향과 내용에도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152)

151)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와 예술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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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국의 민영화 정책은 1980년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

에 퍼져나갔고,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따라서 위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공공 미술관들은 미

술관 운영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민간의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의 자금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는 손해 보는 일이 아니었다. “버블경제”로 인

해 생겨난 국제적인 비난을 완화시키고, 자국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경

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성숙된 국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책의 일

환으로 문화교류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1986년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사회적,

문화적 특질, 특히 동질성이 높은 우리 국민의 장점과 미점(美点)을 해치

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체

의 특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자국민의 독자성에 대

해 강조하였고, 이어서 “국제교류기금은 우리나라 문화교류사업의 중핵

으로서 착실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153) 또한 국제교류기금

이 제정한「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문화교

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외국의 이해

를 깊이하고 국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 세

계적으로 공헌하여, 보다 양호한 국제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자국의 조

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고 정하고 있다.154) 이와 같은 목적 하에서 국제교류기금에 의해 추

152) 위의 책, p. 223.

153)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외교청서』(1985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의

보고)』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86/s61-1010000.htm(최

종접속일: 2015년 11월 30일).

154)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2002년 10월 6일 법률 제137호)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14490.pdf(최종접속일: 2015년 11월



- 92 -

진된 1985년도 사업비 총액 약 50억 엔 중 전시 및 공연 항목의 지출액

은 약 7억 엔으로, 약 10년 전인 1974년의 전시 및 공연 지출액이 약 3

억 엔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55)

이러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황 속에서 전후 일본미술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널리 소개되었다. 이를테면 1983년 뒤셀도

르프 시립미술관에서는 <일본의 다다・일본의 전위 1920/1970>전이 개

최되었다. 이 전시는 국립 뒤셀도르프미술대학 출신 미술가 시라카와 요

시오(白川昌生)가 기획한 자료전으로, 사진과 자료 약 100점이 전시되었

다. 초기 구타이의 실험적인 활동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일본의 미술을

전쟁 발발 전 「마보(マヴォ)」등에서 비롯된 다다적인 경향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전시가 되었다.156)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 전시는 어디

까지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다룬 자료전이었기 때문에 실제 미술가의

작품이 전시된 것이 아니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전후미술 작품이 일본 밖에서 대대적으로 선보

여진 대표적인 첫 사례는 1985년 12월 8일부터 1986년 2월 9일까지 옥

스퍼드 근대미술관에서 열린 <재구성: 일본의 전위예술 1945-1965>전이

다. 이 전시는 일본의 외무성 소관인 국제교류기금과 요미우리 신문(読

売新聞)의 주최로 기획된 전시로, 이 전시는 이듬 해 에든버러의 프루트

30일).

155) 独立行政法人 国際交流基金, 「国際交流基金予算額」,

『国際交流基金年報』 www.stat.go.jp/data/nenkan/zuhyou/y650619000.xls

(최종접속일 2015년 11월 30일)

156) 이 전시에 대해서 미술사가 키타자와 노리아키(北澤憲昭)는 “일본의

전위운동에 대하여 그 회귀성을 문제화하는 기획으로서

「일본이질론(日本異質論)」의 편향된 측면에서 위치시키면서 자신으로부터

나온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도출해내려는 진지한 시도였다”고 평가하였다.

北澤憲昭　他(주 4), p.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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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갤러리(Fruitmarket Gallery)를 순회하였다. 이 전시는 전후 20년간

의 일본 미술은 일본의 사회가 재건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음을 강조하면

서 전후 일본 미술을 재조명한 전시로, 구타이와 앵포르멜, 그리고 추상

미술을 소개하면서 시마모토 쇼조, 요시하라 지로, 시라가 카즈오, 다나

카 아츠코 등의 구타이 멤버들의 작품 외에도, 초현실주의 미술을 시작

으로 새로운 사회주의(New Realism)미술, 1960년대의 네오다다와 하이

레드센터 등의 미술을 일본 전후사회 상황 속의 “전위”라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전시를 기획한 카이도 카즈(海藤和)가 쓴 전시도록의 서

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미술(전후 일본미술)은 전쟁 이전에 있었던, 보다 정치와는 무

관한 입장의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과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의

식이 격화되는 것을 통해서 특징 지어진 미술이다. 또한 이것은 얕

은 생각 불과한 진부한 서구적 선입관이 가졌던 전형적인 일본의

근대미술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것으로, 놀랄만한 독자성과 형식적

이고 개념적인 혁신을 명백하게 드러낸다.157)

이러한 카이도의 주장은 독자성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종래의 일본의

근대미술이 서구의 모방으로 평가되었던 것을 문제로 삼고 일본미술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미술의 독자성

의 근거로서 그는 전후 일본사회가 가졌던 “비통함과 불확실성”을 재건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미술이라는 특수한 사회상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주장은 그가 전시명에 포함된 ‘재구성(Reconstructions)’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말 그대로 산산이 부서진 국

157) David Elliott and Kazu Kaido ed., 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 Museum of Modern Art Oxford, 198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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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재건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비유적으로는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후 일본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158)

또 다른 측면에서 카이도는 1950년대에 미군의 점령기가 끝나고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반된 새로운 자유에 의해서 가능해진, 쏟아지는 일

련의 주요 국제 미술전에 일본 미술계가 자극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구타이미술을 사례로 일본 미술이 서구 미술과 함께 발전한 것임을 제시

하였다.

도쿄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던 구타이 그룹이 유일하게 서구에서

알려진 미술가였다. 그들은 물질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진 내재성과 독립성을 존중함으로써 창조자의 정신이 증거가 된

다는 공통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요시하라의

1956년의 선언문에서 폴록과 조르쥬 마티유가 존경받을만한 미술

가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놀랍지 않다. […] 1950년대를 거치며 구

타이 그룹은 홀로 서구 전위의 규정 요인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소의 국제적인 성공을 즐겼다.159)

이처럼 이 전시를 통해서 전후 일본미술은 표면적으로 국제적 동시대

성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문화주의적 동시대성이었던

동시에, 박소현이 저술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그 근거는 ‘서양미술사’

에 대한 일본 현대미술의 ‘외부성’에 있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서양미술

사’의 유럽중심주의를 위협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동시대

성’이었던 것이다.160)

158) 위의 책, p. 10.

159)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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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전시를 통해서, 일본의 “전후”미술을 국제적인 장에서 처음

선보이게 된 것이 가지는 의미를 비롯하여 그 전시방식에 대하여 “왜 전

후미술인가”라는 물음 등,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받아 일본 미술

이 가진 문제점들을 다방면에서 재고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문제점 중

하나가 전통과 독자성의 문제였다. 이러한 논란은 카이도의 1986년「<재

구성>전 후기」라는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글의 도입부에서 서구인

들에게 일본전위 미술을 선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점과 어려움을 설명하

면서, 일본 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인 질문들, 가령 왜 혼돈

의 전후 시기에 등장한 폐기물과 같은 작품이 굳이 외국에서 전시되어야

하는지, 국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미술가들에게 일본미술은 서

구의 단순한 모방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렇게 개방적으로 안일하게 전시를 한다면 일본의 키치, 후지산, 그리고

게이샤 모티프들과 함께 전시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전시의 의도를 제시하였다.161)

이처럼 1980년대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미술이 소개되

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일부에서는 구타이의 회고

전이 개최되었다. 1985-1986년에 거쳐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현대미술관

과 유고슬라비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타이-행위와 회화> 순회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들은 효고현립 근대미술관과 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한

전시로 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사업이자 1979년 이래 자매 제휴한 스페

160) 박소현, 「Anti-Museology 혹은 문화혁명의 계보학: ‘현대미술사’의 창출과

제도화의 문제」, 『현대미술사연구』25, 2009. 6, pp. 61-62.

161) Kaido Kazu, “A Postscript to 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1986), Chong Doryun ed., From Postwar to Postmodern : Art
In Japan, 1945-1989 : primary documents, Museum of Modern Art,

2012, 원문은 海藤和, 「再構成：日本の前衛1945－1965」, 『アールヴィヴァン』

21号,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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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미술교류를 목적으로 기획된 전시이다. 이 회고전은 1990년대부

터 구타이의 재평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례적으로 구타이를

단독으로 다룬 전시로, 구타이미술을 “행위”와 “회화”의 두 가지 틀로서

재해석한 최초의 전시이다. 같은 전시가 귀국기념전시로서 1986년 8월

효고현립 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1986년에는 앞서 소개한 1985년의 옥스퍼드 미술관에서의 전시에 이

어 전후 일본 미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가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개

최되었다. <전위의 일본 1910-1970>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전시는 미술

뿐만 아니라 문학, 연극, 무대, 사진, 영화, 디자인 등 전쟁 이전 시기부

터 전후 시기까지 다각도적으로 일본의 전위성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예

술이 재평가되었으며, 구타이미술에 대해서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전시 역시 국제교류기금과 퐁피두 센터 주최로 추진되었고, 알프레드

파크망(Alfred Pacquement)과 일본의 미술사가이자 비평가인 오카베 아

오미(岡部あおみ)가 기획한 전시였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1985년의 옥스

퍼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일본의 전위미술을 집대

성한 대규모 전시로, 초창기 구타이 멤버들을 중심으로 작품 35점이 전

시되었다.

이 전시는 구타이에 대한 일본 내의 미술비평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

다. 오자키 신이치로(尾崎信一郎)도 고백하듯이, 구타이 초기 활동에 대

해서 약 30년 동안 일본의 미술 비평의 문제로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전

시를 통해서 이들을 재발견했고, “그룹의 활동의 의미를 재인식”하였지

만, 이 역시 “외국의 평가를 역수입했다는 현상이 얄궂게도 반복되었다”

고 하였다.162) 이처럼 이 전시는 서구 미술계뿐만 아니라 일본 미술계

162) 尾崎信一郎, 「アンフォルメル」, 美術評論家連盟 編, 『美術批評と戦後美術』,

ブリュッケ, 2007,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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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자국의 전후 미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시였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전시를 통해 구타이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평

가 부재했음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시와 관련된 비평에 대해서 미술사가 테즈카 미와코(手塚美和子)

는 “특수한 일본이 가진 맥락에서 전위를 분석하는 것이 부족했던 상황

이기는 하였지만 작품들을 서구의 전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문화 식민주의적 접근의 비평가들에게 비판받기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163) 이를테면 미술사가 키타자와 노리아키(北澤憲

昭)는 “70년대 말부터 80년에 걸쳐 서구에서는 고전일본 안에서 현대를

발견하고, 현대미술 안에서 고전일본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잇달았다”고

지적하면서, 위의 전시에서는 “(모노하를 포함시키면서) 자연과의 친화성

이라는 구태의연한 「일본」관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64) 또한

사와라기 노이는 “어쩌면 ‘일본의 전위’는 뛰어넘어야 할 ‘근대’를 미완으

로 남겨놓은 채 ‘근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바람이 ‘초근대’적인 태도로서

자리 잡아버린 ‘기묘한 전위’가 아닐까” 라고 고찰하면서 서구입장에서

본 일본의 전위의 특수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 논했다.165)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사가 카지야 켄지(加治屋 健司)는, 서구 미술계

내에서 일본의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163) Tezuka Miwako, “Japanese Art Abroad”, Chong Doryun ed., From
Postwar to Postmodern : Art In Japan, 1945-1989 : primary documents,
Museum of Modern Art, 2012, p. 399.

164) 北澤憲昭　他(주 4), p. 703.

165) 사와라기 노이(椹木野依), 『일본·현대·미술(日本·現代·美術)』(1998), 김정복

옮김, 두성북스, 2012, p. 63. 그는 나아가 같은 책에서 “‘전위’가 실은 자신이

적대해야 할 근대의 ‘정도’와 공범관계인 한, 파괴가 치열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떠오르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규정하는 굳건한 근대의 모습”이라고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일본 특유의 ‘일본의 전위’가 형성되어 서구의

그것과는 조금 색다른 ‘기묘한 전위’로서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이해된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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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 시기에는 전후미술을 돌아보는 특징”

을 가지며, 이 시기에 전후미술 전체를 파악하려는 접근방법이 시도되었

는데, 이는 “근대적인 사고의 한계가 지적되는 동시에 그것을 상대화하

는 측면을 가진 비서양 미술로서 일본현대미술이 주목 받았지만, 다문화

주의라기 보다는 전근대 혹은 후기근대의 기점에서 논해지는 경향이 있

었다.”고 주장하였다.166)

이 시기에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구타이미술을 해석하는 데에서

도 드러나며, 특히 구타이미술이 그들의 작품제작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

적, 역사적 태도와 관련 짓는 것을 철저하게 지양해왔던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들과 관련시켜 전후 미술로서의 틀 안에서 해석되

었다는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후 일

본미술의 국제적인 관심을 통해서 구타이의 업적이 현대 일본미술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시각을 제공하였고, 1990년대부터 일본 내에서는 구

타이에 대한 비평의 부재를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구타이에 보다 주목하

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역시 구타이 회고전을 통해서 구타이

미술을 전후 일본미술의 틀에서만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구타이의 독

자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시도를 펼침으로써 구타이는 본격적으로

일본 안팎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166) 加治屋 健司, 「海外における日本現代美術研究の歴史と現在」, 『美術評論

家連盟会報(aica JAPAN NEWS LETTER ウェブ版)』, 第4号, 2014年11月,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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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구타이미술의 재맥락화

(1) 일본 내 구타이미술 회고전

1990년대에 들어 간사이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구타이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구타이를 단독으로 주제로 한 연구와 전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도쿄에서 처음으로 구타이를 주제로 한 전시

<＜구타이＞ 미완의 전위집단>이 시부야구립 쇼토미술관(渋谷区立松濤

美術館)에서 열려, 구타이 작품 58점, 기록사진과 영상자료 등이 소개되

었다. 이 전시에서는 구타이 멤버 시라가 카즈오, 모토나가 사다마사, 그

리고 비평가 하리우 이치로(針生一郎)의 좌담회「구타이 시절-그 상황과

성과」가 열렸다. 이 전시는 구타이를 동시대 간사이의 전위미술의 동향

의 흐름 안에서 재해석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연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

획이 돋보였다. 1991년 후쿠오카시 미술관에서는 <회화의 모험가들『구

타이』전>이, 이듬해 미야기현 미술관에서는 <구타이미술협회의 작가

들>전이 개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199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의 구타

이 회고전은 모두 효고현립 근대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

시였다.

1992년부터 그 다음해까지는 아시야시립 미술관에서 <구타이Ⅰ: 1954

년-1958년>, <다시 태어나는 야외전>, <구타이Ⅱ: 1959년-1965년>, 그

리고 <구타이Ⅲ: 1965년-1972년>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 일련의 전시

들은 후일 이루어지는 구타이 연구와 전시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전시

들이다. 구타이 연구에 있어서 그룹의 활동시기 구분을 위의 전시와 같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계기가 된 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

다.167) 이 전시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전시는 <다시 태어나는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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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이는 1955년과 1956년에 야시야시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구타이

의 야외전을 같은 공원에서 약 40년 후에 재구축했던 전시이다.[도판72]

이 전시는 구타이가 1950년대에 야외에서 전시했던 그 풍경을 최대한 직

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1993년 10월 도쿄 펜로즈 인스티튜

트에서도 <구타이 1955/56-일본현대미술의 리스타트 지점->이라는 전시

를 기획하여 도쿄에서는 두 번째로 구타이를 회고하면서 구타이의 야외

전의 특징을 강조하는 재조명전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의 일본 내에서는 구타이를 연구하고 이를 전시하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1992년에서

1993년에 걸쳐 아시야시립 미술관에서 개최된 구타이 회고전을 제외하고

는 기존의 구타이미술에 대한 평가를 재생산한 것으로 구타이미술을 재

해석하고 기존의 평가들을 재고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들을

지닌 전시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는 일본

내에서 전후 일본미술을 전체적으로 역사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구타이가

평가되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 일본 전역에서 구타이미술 자체가 주목받

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에서의 구타이미술 독자성 재평가

1990년대 전반 구타이에 대한 관심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고조되어 구타이의 단독 회고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90년 12월 로마국립 근대미술관(Galleria Nazionale d’Arte Moderna)과

167) 구타이 연구자 밍 티암포(Ming Tiampo)는 구타이 활동시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녀가 2012년 6월 24일, 전 아시야시립미술관

관장이었던 카와사키 코이치와 인터뷰한 결과 이러한 구타이의 활동을 세

단계로 나눈 이유는 구타이의 활동시기를 전부 다루고 싶었지만 당시

미술관의 공간이 협소했기에 두 차례로 전시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Ming Tiampo, “please draw freely” (주 133),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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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금의 주최로 <전위의 일본-1950년대의 『구타이』그룹

(Giappone all'avanguardia: Il Gruppo Gutai negli anni Cinquanta)>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구타이 활동 당시에도 교류가 많았던 이탈리아에

서 처음 이루어진 구타이 회고전으로, 효고현립 근대미술관 소장품과 현

지에서 재제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타이 멤버들의 초기 작품 63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를 위해 구타이 멤버들이 직접 로마에 방문하여 작

품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168) 이와 유사한 전시가 1991년 독

일에서 개최되었다. 다름슈타트시립 마틸덴회헤미술관(Mathildenhöhe

Darmstadt)과 국제교류기금 주최로 열린 <구타이-일본의 전위

1954-1965(Gutai: Japanische Avantgarde 1954-1965)>전이다. 이 전시

는 독일에서 개최된 첫 구타이 회고전으로 로마에서의 전시와 같이 구타

이 멤버들이 직접 방문하여 현지에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구타이 활동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일본의 전통문화를 연관시켜 구타이

미술을 재해석하였다. 1993년의 제4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구타이

의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당시 베니스 비엔날레의 기획전이었던 <동쪽으

로 가는 길(A Passage to the East)>전의 일환으로 구타이의 전시가 기

획되어 요시하라 지로의 작품 20점과 야외전 작품 31점이 전시되었다.

앞서 제시한 1990년대에 외국에서 열린 구타이 회고전들은 1980년대

해외 전시에서 구타이미술을 전후 일본미술의 일부로 해석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것의 독자적인 전위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타이미술

이 가진 전후 시기의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서구의 미술을 수용

하였던 일본 미술계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활

168) 로마에 방문하여 직접 작품을 제작했던 미술가는 카나야마 아키라, 시마모

토 쇼조, 시라가 카즈오, 시라가 후지코, 다나카 아츠코, 무라카미 사브로, 모

노토나 사다마사, 야마자키 츠루코, 요시다 토시오, 요시하라 미치오, 총 10명

이다. 芦屋市立美術博物館(주 27),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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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했던 미술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간사이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구타이의 독자적인 특징과 선구적인 전위성을 강조한 것이

다. 이는 1991년의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열린 <구타이-일본의 전위

1954-1965>전의 전시도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바바라 베르토치(Barbara Bertozzi)는 도록에 실린「새로운 전위의 기

원에 대해서: 일본의 구타이미술협회」라는 글에서 구타이 활동 당시의

전시와 평가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구타이는 미셸 타피에의 중개

로 인해서 서구에서는 앵포르멜 미술가로 알려졌지만, […] 실제로 구타

이는 앵포르멜 미술가 이상이며, 서구에서 타피에에 의해서 전시된 작품

들은 이 그룹의 극도로 다양한 행위들 중의 일부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169) 나아가 그녀는 같은 글에서 구타이의 회화가 폴록이나 액

션 페인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룹이

보여준 “복합적이고 다방면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0) 즉 그녀는 이 글을 통해 구타이가 활동하던 당시부

터 그들의 회화작품 이외의 초기 실험적인 미술작품들에 대해서 서구에

서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간사이 지방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구타이미술의 독자성과 전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새로운 전위”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같은 도록에서 마사아키 이세키(Masa’aki Iseki)는 전후 일본

미술의 특징을 전후 시기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

면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일본 미술계의 상황과 전위적 미술활

동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는 저술에서 일본이 서구의 미술을 수용하면서

도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지 않고 자국의 독자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

169) Barbara Bertozzi, “On the Origin if the New Avant-Gardes: The

Japanese Association of Artists Gutai”, (주 7), p. 17.

170) 위의 글,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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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회화를 일본 전통과 연관시키거나, 유화의 새로운

화파를 만드는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일본 미술가의 작품들

에서는 공통적으로 패전으로 인한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 그리고 실패의

감정들을 고발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171) 그에 의하면, 전후

일본의 미술계에서는 전쟁 중에 억압받았던 추상회화 미술가들을 중심으

로 전위적 활동을 추구하는 그룹과 화파들이 대거 등장하여 전위적인 활

동이 대두되었고, 이는 “아방가르드이기는 하였지만 사회적 사실주의

(Social Realism)와 네오 다다(Neo-Dada)가 병립하는 기이한 연합”이었

다.172) 그러나 이세키는 저술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구타이

가 결성되었지만 그룹의 기원과 발전은 여타 미술 활동들과는 차이를 보

인다고 설명하는데, 즉 구타이는 “온전히 미술적 관점으로서 시작하였으

며, 그들 자신을 사실주의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

다.173)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에 구타이를 전후 일본미술의 특

징에서 설명했던 것에서 벗어나 그룹이 보여준 독자적인 특징을 강조하

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에는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소호의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에 대항하는 외침>전을 통해 미국에서 처음 대대적으로 전후 일본

미술이 선보여졌다. 이 전시는 1993년 2월 알렉산드라 먼로의 기획으로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열렸던 <전후일본의 전위미술>전이 갱신되어, 같

은 큐레이터에 의해 다시 기획된 미국에서의 전시이다.174) 이 전시는 구

타이의 단독 전시는 아니었지만 전시도록의 표지를 요시하라 지로의 후

171) Masa’aki Iseki,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Gutai

Group as a Central Question”, (주 7), pp. 81-82.

172) 위의 글, pp. 83-84.

173) 위의 글, p. 84.

174) 구겐하임에서의 전시 이후 1995년 샌프란시스코 근대미술관(SFMoMA)에서

순회전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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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표작 <검은 바탕에 빨간 원>(1965)[도판73, 74]으로 장식하여 구타

이의 미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제 미술계에서 구타이미술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교류기금의 대표 아사오 신이

치로(浅尾 新一郎)가 쓴 전시도록 서문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미술가들

중 구타이를 유일하게 언급하면서 “전후 일본의 첫 전위 운동을 추진한

구타이가 오프닝 부분을 차지했다”고 강조하였다.175) 이 전시에서는 구

타이를 시작으로 1960년대 반예술(anti-art) 작가, 1970년대 모노하(もの

派), 1980년대의 모리무라 야스마사(森村泰昌)의 패러디적 작품 등 전후

일본의 현대미술가 약 100명의 20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와 같은 전후 일본미술 전시가 미국에서 소개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일미관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은 미

국과의 지적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문화외교를 강화시켰다. 1991년

당시 일본의 외교관이었던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는, “근대일본 외

교의 최선의 선택은 앵글로 아메리칸 세계와 상호이익을 조정하면서 공

존해가는 정책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일본 국민의 안전, 번영, 그리고 자

유를 가장 무난하게 확보해 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76) 이러한 입

장이 외교 정책에 반영되어 일본과 미국은 1991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도쿄와 뉴욕에 ‘국제교류기금 일미센터’를 개설하였다. 일본의 문화외교

를 연구한 김필동이 저술에서 주장하듯이, 이 기관의 설립은 “지적교류

와 연대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77)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4년 미국에

175) Asao Shinichiro, “Preface”, Alexandra Munroe ed,, J apanese art after
1945 : Scream Against the Sky, H.N. Abrams , 1994, p. 7.

176) 岡崎久彦 外, 『日米同盟と日本の戦略』, PHP, 1991, pp. 33-34.

177) 김필동, 「일본의 국제문화교류정책-90년대 국제교류기금의 지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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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후 일본미술 전시가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기획자 먼로는 전시를 통해 전후 일본미술에 대해 서구 미술계가

취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본의 사회적, 역

사적 맥락을 고려한 미술사 연구에 중점을 두어 전위라는 개념으로서 일

본의 전후 미술을 구축하였다. 그녀는 1986년의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의

전시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객에게 일본 전위 미술에 대한 특정 시각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했지만,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보다

깊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적 영향력에 대한 배경은 거의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문예평론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가라타니는 근대가 서양에 기원을 두는 이

상 비서구 국가에서는 근대비판과 서양비판이 혼동되기 쉽다고 지적하면

서, 비서구 국가는 서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문학은 충분히

근대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발생함과 동시에 반대로 소재나 관념이 비서

구적이라면 작품이 반근대적 시각이라는 착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다.178) 따라서 먼로는 이러한 가라타니의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이 전시를

기획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1945년 이후 일본 전위미술을

연구하는 것은 모더니스트, 포스트 모더니스트 그리고 일본연구자들에게

모두 격동의 전후 시기를 경험한 미술가들의 고뇌와 창조적인 표현을 통

해서 인도적인 수준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

명한 것이었다.179)

먼로는 구타이에 대해서 미셸 타피에의 회화운동과 앨런 카프로의 해

프닝의 선구자라는 두 명의 평가에 의해서 구타이가 “운 좋은” 제휴를

강화의 추이를 중심으로-」, 『일본학』제38집, 2014.5, p. 309.

178) Alexandra Munroe, “Circle: Modernism and Tradition”, (주 175), p.

134.에서 재인용.

179) Alexandra Munroe, “Scream Against the Sky”, (주 175),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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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구타이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요시하라의,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립

적인 미술 운동으로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180) 나아가

그녀는, 구타이미술이 플럭서스, 바디 아트, 아르떼 포베라 등의 서구미

술사의 틀에서 해석되어 그들의 양식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독자성은

무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81)

그러나 그녀가 주장하는 구타이를 비롯한 일본 전위미술가들의 독자

성은 서구 근대화의 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 고유의 전통 문화와

근대화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녀는 도록 7장에서 모던과

전통을 주제로 보쿠진회(墨人会)를 비롯한 일본의 서도 예술가들[도판75]

을 소개하였는데, 그녀는 이들이 일본의 “조몬시대(縄文時代), 신도(神

道), 민속놀이, 선불교(禅仏教, Zen) 등을 예술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면

서, “모던의 역사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진 일본의 전위는 자기비평과 문

화부흥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전통을 재조사(reexamining)” 하였다고

썼다.182) 이러한 먼로의 논리에 대해서 키타자와 노리아키(北澤憲昭)는

“먼로가 이 전시를 통해서 ‘신도’와 일본의 ‘전위미술’의 관계를 강조한

뻔하고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오리엔탈리즘을 전개하여 보여주었다”고

비판하였다.183) 결국 그녀는 전위라는 개념을 일본의 고유성과 연결시킴

으로써 일본미술의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접근 역시 서구

의 시각에서 형성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180) Alexandra Munroe, “To Challenge the Mid-Summer Sun: The Gutai

Group”, (주 175), p. 97.

181) 위의 글, p. 97.

182) Alexandra Munroe(주 175), p. 128.

183) 北澤憲昭　他(주 4), p.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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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의 주장대로 전후 일본미술에서 일본의 전통적, 문화적 특성이

보일 수는 있다. 가령 구타이를 예로 들자면, 이 전시도록의 표지에도 실

린 요시하라 지로의 작품[도판74]의 붓 자국은 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구타이의 멤버 무카이 슈지(向井修

二)가 설명한대로 무라카미 사브로의 종이뚫기[도판24]는 에도시대에서

부터 무대극에서 사용되는 모티프이고,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물감을 비

닐에 넣어 걸어놓은 작품[도판76]은 일본의 전통 공예인 “염색(染色)”[도

판77]을 연상시키며, 시라가 카즈오의 진흙놀이 역시 일본의 축제인 “마

츠리(祭り)”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184) 그러나 이 전시는 서구가 가진 전

통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전후 일본미술 전체가 가진 전위성이나 독자성

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위에서 인용한 키타자와의 비판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1999년에는 파리 국립 주드폼 미술관(Galerie nationale du Jeu de

Paume)에서 <구타이>전이 개최되었다. 구타이 멤버 요시하라 지로, 카

나야마 아키라, 모토나가 사다마사, 무라카미 사브로, 시마모토 쇼조, 시

라가 후지코, 시라가 카즈오, 스미 야스오, 다나카 아츠코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미셸 타피에와 구타이의 관계에 주목했던 전시였

다. 이는 플럭서스 미술가 벤 보티에(Ben Vautier)가 1999년 6월 19일

전시 관련 강연 이후 “이 전시는 미셸 타피에의 전시네요!”라고 발언했

던 것에서도 드러난다.185) 이 전시를 통해 보여준 구타이미술은 앞서 먼

로가 1994년의 전시도록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구타이미술을 비롯한 전

후 일본미술의의 독자적인 특징이 분석되기 보다는 1980년대의 전시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하게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서로 위치되

184) 向井修二, 邦夫本江との対談 (주 13), p. 57.

185) Ben Vautier, "Commentary," lecture, Galerie Nationale du Jeu de Paume,

Paris, 19 June 1999, Ming Tiampo(주 19),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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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외국에서 소개된 구타이미술을

비롯한 전후 일본미술의 전시와 평가는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

다. 하나는 일본이 서구의 모더니즘을 수용함으로써 서구의 영향이나 모

방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미술이

서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일

본미술의 전위성과 연관시킴으로써 고유한 “일본성”을 찾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에 보여주었던 전시들에서 전쟁을 경험

한 일본이 표출하였던 독자적인 전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서구미술의 영향

을 제시했던 것과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1980년대의

전시에서는 일본을 철저하게 타자로 상정하고 상대화시켰다는 점에서

1990년대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1990년대의 전시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전시들을

통해 구타이미술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 이후의 전시과 학술 연구들을 통해서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적 해

석보다는 구타이의 국제적 동시성을 검증하고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4. 2000년대 이후: 구타이미술의 동시성

(1) 일본 내 구타이미술의 재조명

2000년대 일본 내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구타이 회고전은 2004년 1월

에 구타이 결성 5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효고현립 근대미술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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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이」회고전>이다. 이 전시와 함께 구타이에 대한 입문서로 널리

알려진 『「구타이」란 무엇인가?』186)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히라이 쇼이치(平井章一)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에서는 구

타이의 18년간의 활동에 대하여 회화나 조각의 작품뿐만 아니라 재제작

작품을 포함한 영상, 사진 자료 등 200점이 소개되었다. 그 전까지의 구

타이 회고전에서는 대부분 초창기 멤버에만 집중했던 반면, 이 전시에서

는 새로 합류한 멤버를 포함하여 총 40명의 구타이 작가들의 작품을 소

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전시 관련 이벤트로서 앞장에서 설명

하였듯이 구타이미술과 해프닝이라는 측면에서 연관 있었던 앨런 카프로

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이후는 도쿄, 카루이자와 등 간사이 지방이 아닌 곳에서

구타이 대규모 전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그 첫 번째로는 2012년에 도쿄

의 국립신미술관에서 구타이에 대한 대규모 회고전 <『구타이』-일본의

전위 18년의 궤적>이다. 이 전시는 앞의 2004년의 전시와 같은 히라이

쇼이치의 기획의 전시로 도쿄의 공립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구타이 회고전이었다. 그 전까지 일본 내의 구타이 회고전은 대부분 구

타이의 초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에 비해서 이 전시는 처음으

로 구타이의 결성부터 1960년대 후기의 활동을 포함하여 해산까지의 궤

적을 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이었다. 전시는 총 여섯의 장(章)으로 구성

되었다.187) 제1장은 프롤로그로서 1954년의 활동, 제2장에서는 1955년부

터 1957년까지의 구타이 활동, 제3장은 요시하라 지로에 대해서, 제4장은

1957년에서 1965년까지 구타이의 외국에서의 활동이 중심이 된 「『구타

이』에서　GUTAI로」, 제5장은 구타이 피나코테카 설립 후 1965년에서

186) 平井章一 編著, 『「具体」ってなんだ?: 成50周年の前衛美術グル-プ18年の記

録』, 美術出版社, 2004.

187) 이 전시에서는 전시내용의 구분을 “장(章)”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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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 장은 1972년 구타이 해산을 다룬 에필로

그로 구성되었다.

전시에서는 1955년과 1956년에 열린 야외전에서의 작품을 미술관의

전시 공간 안에서 보여주었는데, 아시야공원의 풍경을 스크린으로 보여

주면서 그 앞에 구타이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무대전의 영상이 상연되기

도 하였으며, 구타이 피나코테카의 입구를 재현하였다. 이처럼, 전시에서

는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구타이의 작품 자체를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전시의 특징적인 점이 보인

다. 이 전시에서는 구타이의 퍼포먼스 등의 작품자체보다도 더 유명해진

제작 당시의 “기록사진”[도판27]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히라이는

이러한 기록사진을 통해서 구타이미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실제로 그는 기록사진으로 인해서 작품에 대해 “도를 지나

친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188) 이러한 히라이의 기획에서 당시의

구타이 작품을 가능한 한 편견 없이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을 엿볼 수 있

다.

한편, 히라이는 도록에 실린 저술의 첫 줄부터 도록의 저술의 첫 줄

부터 “일본의 전후 미술그룹 중에서도, 외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미술가

는 구타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

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구타이 해산 후 40년이 지난 2012년까지 구타

이의 작품과 활동을 소개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위

미술을 회고하는 전시에서 등장한 정도라고 주장하였다.189)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구타이가 간사이 지방 출신의 미술가이기에 도쿄에서는 그 안의 미술계

188) 平井章一(주 20) p. 12.

189) 위의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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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관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구타이 연구자들이 대부분 간사이

출신이었기에 도쿄의 연구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쿄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구타이에 주목하였다는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 그리고 어디까지나 구타

이가 지방 출신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90) 실제

로 본 논문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간사이 지방이나 외국에서의

구타이 회고전에 비해서 도쿄에서의 구타이 단독전은 1990년과 1993년에

두 차례 이루어졌으나 구타이의 활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시라고 하기는 힘든 소규모 전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신미술관

에서 열린 이 전시는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그룹 활동의 말기인

1960년대부터 그룹이 해산한 1972년까지의 궤적을 철저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구타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전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전시에 이어 2014년에서 2015년에 거쳐 일본 카루이자와 뉴미지엄

에서는 <구타이인 인 카루이자와(具体人 in Karuizawa)>전을 개최하였

다. 이 전시는 여태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소위 “구타이 2세대”라고

불리는 작가들, 즉 1960년대에 새로 합류한 세대의 작가들에 의한 후기

작품들을 다수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시와 함께 출

판된 『구타이 스틸 어라이브 2015(GUTAI STILL ALIVE 2015)』를 통

해서 17명의 구타이 멤버의 구타이 활동시기부터 현재의 작품 활동과 상

황들을 연구하였다. 이 자료에는 생존하는 구타이 멤버의 인터뷰를 비롯

하여 구타이 멤버의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구타이 활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했다는 점에서, 향후

구타이 연구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90) 위의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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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미술계의 담론과 구타이미술의 동시성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밖에서도 구타이 회고전이 활발히 전개되

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본 내에서는 구타이 활동에서 연구가 진행되

지 않았던 후기 활동이나 1960년대 이후 합류한 새로운 구타이 멤버에

주목한 전시들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이 시기 외국의 구타이 회고전

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구타이가 당시 서구 미술계와 교류하며 평행

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여 구타이 활동의 “동시성

(contemporaneity)”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2000년대 이후의 구타이미술 전시는 앞서 소개된 1980년대와 1990년대

의 전후 일본미술의 전시들이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 한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전시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실질

적으로 전시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기관이 국제교류기금이 아닌 서구의

개별 미술기관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서구 미술계

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시를 기획하였다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계와

경제계의 담론들이 국제적으로 변화하였던 것에 주목하였다. 그 중에서

도 특히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적인 시각이 대두된 것이 이러한

담론 변화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 아라준 아파두라이

(Arjun Appadurai)는 저서에서 “전체적 현대성(Modernity at Large)”이

라는 개념을 통하여 현재의 문화,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즉 그는 “새로운 전 지구적 문화 경제는 더 이상 현존하는 중심-주변 모

델들의 용어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적인 질서

(disjunctive order)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1) 이러한 주장은 문

191) 아라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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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서 1980년대의 문화다양성이나 다문화주의적인 측면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간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두라이는 저술에

서, “문화는 차이를 의미하지만, 차이는 이제 더 이상 분류학적이지 않으

며 이 차이들은 상호작용하며 굴절한다.”고 하였다.192) 즉 서구와 비서구

의 현대성은 모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동시대적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

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미술계에서도 역시 이러한 담론을 반영하여 현 시대의 시

각미술을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범주로서 자리 잡을 만큼 통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여 함께(con)와 시간(tempus)을 뜻하는

것으로 현대(modern)라는 용어와 같이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시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특징 짓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계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배경

과 그 함의를 파악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옥토버(October)』지는 편집자인 할 포스터(Hal Foster)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착목하여 「“동시대”에 관한 질문서

(Questionnaire on “The Contemporary”)」라는 글을 통해서 미국과 유

럽 국가에서 활동하는 약 70명의 비평가와 큐레이터에게 “동시대”라는

개념이 가진 속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글을

모아 출판하였다. 이 글의 서문에서 포스터는 특히 “현재의 많은 미술

실천들이 (컨템포러리가 가진) 이종성(heterogeneity)이라는 새로운 개념

안에서 역사적 결의, 개념적 정의, 그리고 비평적 판단을 떠나서 자유롭

게 부유하는 듯이 보이는데, […] 이와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컨템포러리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1996), 차원현 외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4, p. 60.

192) 위의 책,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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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는 그것 자체로 제도적인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였다.193) 이러한 시도는 앞서 설명했듯이 미술계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것에 대해서 학술적인 관

심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각자가 생각

하는 컨템포러리 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미술사가 테리 스미스(Terry Smith)는 저서『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

인가(What is Contemporary Art)』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는 일반화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이미 미술사를 압도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우선 본질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고, 다음으로는 배타주의적

인 이론, 부과된 역사주의, 거대 서사를 떨쳐버렸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194) 그가 말하는 “컨템포러리”라는 용어

의 세 가지 핵심의미는 즉각적인 것(the immediate), 동시대의 산물인

것(the contemporaneuos),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the cotemporal)인

데, 그는 이것이 “지금의 세계상(世界像)에서 가장 명백한 속성”이라고

주장하였다.195) 이러한 동시대적인 속성은 “모더니티 안에서 이미 오래

내재”되어왔으며, 그 윤곽은 “1950년대를 신호탄으로 해서, 1960년대에

터져 나왔고, […] 2001년 이후에는 모두 명백해졌다”고 주장하였다.196)

그는 이러한 “동시대성 속에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미술을 가장 깊이 형

성한다”고 썼다.197)

193) Hal Foster, “Questionnaire on “The Contemporary”, October, Fall 2009,

October Magazine, Ltd. an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 3.

194) 테리 스미스(Terry Smith),『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What is

Contemporary Art)』(2009), 김경운 옮김, 마로니에 북스, 2013, p. 12.

195) 위의 책, pp. 16-18.

196) 위의 책, pp. 19-20.

197) 위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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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그는 1950년을 미술계의 동시대적 움직임의 시발점으로 보

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세계 각지의 여러 작가들은 그 구상

과 이해의 첫 걸음에서 마치 저절로 존재하게 된 듯한 무언가가 될 것을

만들 착상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고 주장하였다.198) 이

를테면 그는 루치오 폰타나와 시마모토 쇼조 등을 비롯한 구타이 멤버들

이 제작한 회화의 사례를 통해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동시대의 요구

에 부응하는 작가가 등장했던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이

시기에 활동하던 미술가들, 즉 루치오 폰타나와 구타이를 시작으로 이브

클라인, 기 드보르(Guy Debord), 로버트 라우셴버그, 존 케이지, 그리고

앤디 워홀(Andy Warhol) 등의 활동에 주목하여 “컨템포러리 아트”의 발

단을 추적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였다.199) 그는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공

통점에 대해서, “이들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으로 관리되어 지켜야만

하는 시간에서 후퇴하고, 우발적인 사건, 사물(things)의 발단, 그 자체로

다른 대상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주체성의 출현에 대한 개방성으로 향하

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00) 그는 나아가 주변부의 미술계가 동시성

을 의식하고 국제 미술계와 평행적으로 미술활동을 추구했다는 점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세계의 많은 이들, 특히 자신들을 주요 도시의 중심 문화와 어떠

한 방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례 중에 하나로 보았던 지역의

미술계에서 동시성(contemporaneity)은 그들 자신이 활동함에 있어

서 불평등하거나 모순된 형세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특정한 의미를

198) 위의 책, p. 392.

199) Terry Smith, “The State of Art History: Contemporary Art”, The Art
Bulletin, Vol. 92, No. 4, 2010, p. 372.

200) 위의 글,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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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그들, 최소한 몇몇 지역의 미술가들은 중심부의 쟁점들과

같은 종류와 질의 미술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이 같은 시간에 이

루어지고 있다는 인정을 추구하였다.201)

이러한 주변부 미술계의 동시성에 대한 입장은 미술사가 토미이 레이

코(富井玲子)의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녀는 저술에서 일본 미술계

는 서구의 중심적 위치와는 달리, 모더니즘에 있어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미술 담론은 이를 인식함으로써 특징 지어진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202) 그녀는 일본미술계가 “국제적 동시성(international

contemporaneity)”을 의식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1960년대의 현대미술을

확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일본의 “주변부적 비전(peripheral

vision)”이라고 칭하였다.203) 또한 그녀는 1960년대의 미술 담론에 대해

서 도쿄와 뉴욕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쿄와 뉴욕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각자의 시점이 달랐는데, 이는

뉴욕이 추상표현주의의 부상과 함께 1960년대 국제 미술계 속의

자신의 우세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도쿄가 이를 세계의 많

은 지역의 “공유된 경험”으로서 행위적 추상의 국제적인 경향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역들이 행위적 추상을 국제적인

언어로 받아들였다.), 뉴욕은 “미국 승리의 표시”로 보았다.204)

이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행위적 추상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하여 지

201) 위의 글, p. 373.

202) Reiko Tomii, “‘International Contemporaneity’ in the 1960s: Discoursing

on Art in Japan and Beyond”, J apan Review, 2009, pp. 123-47.

203) 위의 글, p. 124.

204) 위의 글,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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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상황에 따라 어쩌면 필연적으로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표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토미이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른 입장에서 “국제적 동시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 이 개념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하나는

국제적 동시성에 대한 “인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실(상태)” 이다.

그녀에 따르면 “국제적 동시성”은 1960년대 일본 미술계에서 이미 존재

하는 “사실”이었으며, 일본은 이 상황 속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것에 대한 “인식”은 서구의 것을 “따라 잡는

(catching-up)”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이다.205) 이러한

토미이의 주장은 구타이의 사례처럼 국제 미술계를 의식하고 활동했던

주변적 미술가들의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성 혹은 동시대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미술계의 담론과 그 인식의

변화는 테리 스미스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평가 역시 동시대 상황

하에서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한 것처럼 미술 실천 분야뿐

만 아니라 비평과 전시에서도 드러난다.206)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서는 형식주의를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가치에 대한 개방성을 방해하

거나 그 밖의 비평가들이 이를 촉진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시장

이 의무를 되찾기 위해서 복귀하는 한편으로 1990년대 기간에는 큐레이

터들이 국제주의적이지만 반세계화적인 비엔날레들과 세계화하는 모더니

즘 미술관들 간의 경합을 연출하면서 미술계의 자기규정을 지배했다고

주장하였다.207) 스미스는 최근 미술계 담론의 역사를 위와 같이 요약하

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동시대성 속에서 점증하는 복합적 다양성이

이 담론의 주요 주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208)

205) 위의 글, pp. 124-25.

206) 테리 스미스 (주 194), p. 16.

207) Terry Smith (주 199),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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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담론과 그 인식의 변화는 다음에 설명할 2000년대 이후

구타이를 재조명하는 전시에도 핵심 주제로 반영되었다. 이 전시들은 앞

서 인용한 토미이의 글에서 주장하던 국제적 동시성에 대한 “사실”들을

검증하면서 구타이미술의 동시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부터

약 30년간 개최된 전시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는 구타이 전시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2009년에 뉴욕 폴록-크래이스너 하우스 앤 스터디 센터(Pollock-Krasner

House and Study Center)에서 <서로의 마법에 걸려: 구타이와 뉴욕

(Under Each Other’s Spell: Gutai and New York)>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폴록-크래이스너 하우스 컬렉션과 1964년 구타이 피나코테카를

방문하여 한 달간 체류했던 미술가 폴 젠킨스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졌다.

전시명은 젠킨스가 구타이와 함께 생활하던 경험을 기반으로 그들이 “서

로의 마법에 걸려있다”고 발언한 것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전시에는 요

시하라, 다나카 아츠코, 시마모토 쇼조, 모토나가 사다마사, 시라가 카즈

오, 카나야마 아키라 등의 구타이 멤버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

고, 1958년 뉴욕 마사잭슨 갤러리 자료와 일본에서의 퍼포먼스 영상 자

료 등이 전시되었다. 또한 이 전시는 그 해 12월 뉴저지의 해롤드 르머

만 갤러리와 이듬 해에 버팔로 대학 UB 앤더슨 갤러리를 순회하였다.

캐나다에서 구타이를 연구했던 게스트 큐레이터 밍 티암포(Ming

Tiampo)가 기획한 이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소개했던 구타이

의 멤버 시마모토 쇼조가 잭슨 폴록에게 보낸 서신[도판78]이 전시되었

다는 것, 그리고 외국의 저명한 미술가나 비평가들이 구타이 피나코테카

를 방문한 사진 자료 등이 대거 전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 자료

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당시 구타이 멤버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

208) 테리 스미스 (주 194), p.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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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1958년의 뉴욕 전 이후

구타이미술이 미국 내에서 폄하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0년에는 스위스 루가노 주립미술관(Museo Cantonale d’Arte

Lugano)에서 <시간과 공간의 회화(Painting with Time and Space)>전

이 열렸다. 이 전시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열린 구타이 회고전으로, 요

시하라 지로, 무라카미 사브로, 카나야마 아키라, 스미 야스로 등의 작품

을 포함한 구타이 그룹의 18년간의 활동과 작품을 소개하였다. 전시명에

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시에서는 구타이의 회화작품, 야외전, 무대전 등에

대해서 기존의 행위의 흔적이나 단순한 전통적인 일본적 특성으로 해석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틀로서 재해석하여 전시가 이루어졌

다.

이 전시에서는 구타이의 국제적 활동과 그들의 동시대성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전시도록에 실린 타이스 비서(Tijs Visser)의

저술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209) 이 글에서는 구타이 멤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미셸 타피에, 제로 그룹, 앨런 카프로, 존 케이지 등의 외국

미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지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사진자료 등을 통

해 명확히 검증함으로써 그들의 미술활동을 동시대적 국제 활동으로서

위치시켰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타이의 미술활동이 단순히 서구의 모

방이나 영향을 받은 미술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당시의 미술가들의 증언

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었고, 당시의 일본과 서구의 미술계의 구도관

계를 보다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구타이미술을 일본의 전위미술이나, 전후 일본미술과의 차별성을 인식함

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는 시각을 마련하였다.

209) Tijs Visser, “Mal Communication”, (주 51), pp.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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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은 2013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개최된 구타이 대규

모 회고전<구타이: 근사한 놀이터(Gutai: Splendid Playground)>을 통해

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전시는 구겐하임미술관 주최로 1994년의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에 대항하는 외침>전시 기획자이자 구겐

하임 미술관의 아시아미술 선임 학예연구사인 알렉산드라 먼로와 구타이

에 대한 연구서 『구타이: 탈중심 모더니즘(Gutai: Decentering

Modernism)』을 저술한 밍 티암포(Ming Tiampo)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이다.210) 전시에서는 구타이 멤버 25명의 회화, 인터렉티브 설치작

품, 실험적인 영상, 음향, 그리고 환경미술 등 총 170점이 소개되었다. 전

시는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 제약 없는 행위」,

「컨셉: 한 장의 천도 예술일까?」, 「네트워크: 작품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구체성: 물질 자체의 절규」, 「퍼포먼스 회화: 시간과 공간

의 회화」, 그리고 「환경: 우주시대를 위한 구타이미술」이다.

전시명은 시라가 카즈오가 『구타이』 4호에서 “근사한 놀이장소(素

晴らしい遊び場所)”라고 썼던 구절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전시의 주제와 이 전시가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타이미술을 “전후 미술”의 맥락이나 “일본 미술”이라는 주

제 하에서 접근하였던 기존의 전시들과는 다르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구타이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 전시에서 인상적인 것은 1956년 야외전

에서 나뭇가지에 비닐 튜브를 연결하여 형형색색의 물감을 넣어 비닐을

늘어뜨린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작품 <물>을 미술관의 랜드 마크와도 같

은 원형 홀에 층별로 16개의 플라스틱 관으로 만든 조형물을 연결하여

재현시킨 작품이다.[도판79] 그밖에도 요시하라 지로가 관람객이 자유롭

210) 이 출판물은 구타이의 창의적이고 이론적으로 재평가하는 비평들에 영감을

주었다고 구겐하임미술관관장 리차드 암스트롱(Richard Amstrong)이 전시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Alexandra Munroe and Ming Tiampo(주 13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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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낙서를 할 수 있도록 칠판처럼 제작한 1956년 작품 <자유롭게 그려

주세요>를 미술관의 로비에 재현하였다.[도판80] 관람객은 전시장에 입

장하는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경관들에 구타이 회고전의 제목을 “근사한

놀이터”로 정한 것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전시를 통해서 구타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그룹의 동

시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은 전시도록의 실린 연구저술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전시를 개괄하는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구타이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6편의 글이 실렸는데, 그 중에서는　간사이 지

방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한 히라이 쇼이치의 글을 비롯하여, 50년대 말

브라질의 구체 미술(concrete art)과 연결 짓는 등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먼로가 전시도록에서 쓴 글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구타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근현대 문화적 발전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재고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구타이는 강력하고 독자적인 운동이며, 모

더니스트 프로젝트를 넓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 주

장하였다.211)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특히 구타이가 미셸 타피에, 앨런

카프로 등의 “중개자들에 의해 동화된 구타이의 ‘우연적인’ 실험들은 전

후 유럽과 미국에서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선봉의 입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의미로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212)

전시가 제안했던 변화된 시각은 기획자인 먼로 자신의 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녀는 앞서 소개한 1994년의 <1945년 이후

의 일본미술: 하늘에 대항하는 외침> 전시도록에 실린 저술에서, 요시하

211) Alexandra Munroe and Ming Tiampo(주 133), p. 23, p. 40.

212) 위의 책,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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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로가 「구타이미술선언」등에서 제창한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설

명하면서, “그가 말하는 ‘정신’은 불교와 융(Jungian)이 정의한 보편적인

인류의 의식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일본의 전통문화

나 서구의 이론을 구타이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간주했던 것에 반해, 약

20년 후인 2013년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타이가 말하는 ‘정신’을 해

석하였다.

요시하라가 모던이나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피하고 구타이의 미

학적 태도를 ‘정신‘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안에서 행위하는 주관적인 개인주의의 행위의 규범으

로서 묘사한 점은 교훈적이다.213)

그녀의 주장처럼 구타이가 의도적으로 “모던”이나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214) 그녀는 구타이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추구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논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약 20년 전 그녀 자신이 이해했던 구타이의 “정신”을 과거

의 해석처럼 일본의 전통문화와 직결시키지 않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구타이의 미학적 태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타

이미술의 자유로움과 동시대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티암포의 글에서도 드

러나고 있다. 그녀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구타이미술이 시사하는 바를 강

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 날의 시각에서 구타이의 미술적 실험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구타이미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문

제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금으로써는 일반적인 것들을 미술적 전

213) 위의 책, p. 40.

214) 앞서 소개했듯이 구타이의 첫 야외전의 제목은 <한 여름 태양에 도전하는

모던아트 야외전>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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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써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사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이는 오늘 날의 우리들에게 도전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한다.215)

이 글에서 티암포가 말하는 오늘 날의 문제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시대의 민주주의 시민권, 시험을 통해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물질에 탐

욕성에 대한 자본주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등이었는데, 그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태도를 구타이미술을 통해

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216) 다시 말해 구타이가 펼쳤던

자유롭고 실험적인 태도는 현 시대를 직면하는 방법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도 동시대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밍 티암포의 연구서 『구타이: 탈중심 모더니즘』에서

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녀는 저서를 통해 구타이가 처한 주변적인 상황

과 국제 미술계의 관계 속에서 구타이의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지정학적

관점에서 서구 중심 모더니즘의 탈중심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녀에 의하

면 모더니즘의 서사는 계속 정치적이었으며, 이는 중심과 주변 사이의

상호 교류 없이 서구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폐쇄적인 구조라는 것이며,

한번 “이식(transplanted)”된 모더니즘이 세계 속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구타이의 국제적이고 선구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서 “초국가적인 시각으로 주변부의 입장에서 미술사를 서술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217)

이처럼 2000년 이후부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타이의 활동과

국제 미술계의 상황을 평행적으로 바라보는 전시와 연구 저술들을 통해

215) Alexandra Munroe and Ming Tiampo(주 133), p. 75.

216) 위의 책, p. 75

217) Ming Tiampo(주 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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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이 지닌 국제적 동시성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

들은 구타이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평가들을 반성적으로 바라봄과 동시

에 그것들을 아우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접근해보면, 이는 국제 미

술계의 담론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타이뿐만 아니라 국제

미술계 전체를 시야에 두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타이가 전시되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의 구겐하임 미술관

의 전시만 살펴보더라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218) 이러한 현상에 대

해서 레이첼 챔버래인(Rachel Chamberlain) 등은 저술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은 아시아 출신 미술가들을 보다 넓은 세계미술사의 캐논 안에 매

끄럽게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미술관의

노력은 “때때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회복시키기나 ‘구조 프로젝

트’로서의 미술사를 뛰어넘어 대안적인 담론들을 표명하는데 성공”하였

다고 주장하였다.219) 즉 이글에서 말하는 “보다 넓은 세계미술사의 캐

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세계가 전 지구화되면서 초

국가적인 이론이 수용되어 국제 미술계에서도 동시성 혹은 동시대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전시들에서 제시하였던 구타이에 대한 동시성 역시 앞서 설명한

담론이 변화된 움직임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구타이가 활동하던 시기에 형성된 서구

중심의 평가와 그룹 해산 이후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전후 일본미술의

“전위”의 맥락에서 해석되었던 구타이미술에 대한 평가들을 반성적인 관

218) <Gutai: Splendid Playground>, <‘Zarina: Paper Like Skin>, <‘No

Country: Contemporary Art from South and Southeast Asia> 전 등이다.

219) Rachel Chamberlain 외, “Contemporary Asian Art at the Guggenheim”,

F ield Notes, Issue 03 http://www.aaa.org.hk/FieldNotes/Details/1219,

(최종접속일: 201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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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바라보았다. 나아가 구타이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룹이 국제 미술

계에서 서구의 미술가들과 같은 시간에 활동하였던 점을 근거로 구타이

미술의 동시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구겐하임미술관이 국제적 미술에 대한 대안적인 담

론을 보여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주듯이 구타이의 전시에서만 보여지

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시들을 계기로 시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해 온 구타이미술에 대한 평가들을 재고함으로써 구

타이와 그 주변의 미술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구타이 재조명이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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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구타이의

초기 실험적인 미술활동과 이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으

며, 구타이 해산 이후 개최된 회고전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고 각 시대

에서 보여준 전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초기의

야외전과 무대전을 통하여 기존의 작품제작 방법이나 전시방식 등을 확

장시켜 선구적인 미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정학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서구 미술계의 흐름을 읽고, 서구 미술계와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미술활동을 추진하

였다. 그룹이 해산한 1972년 이후에도, 전후 일본미술을 역사화하고 재고

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구타이 재구축전이 개최되어 이들의 활동이 여

러 차례 재조명되었다.

구타이는 결성 초기부터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감지하여 자신

들의 미술을 『구타이』지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서구의 미술계에서도

자신들의 미술에 주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활

동하던 1950년대에 서구 중심적인 미술계에서 구타이는 어디까지나 미술

계의 주변(periphery) 출신의 미술가였다. 구타이가 처해 있던 이러한 지

정학적 상황과 서구 추상표현주의 미술과 외관상의 유사성을 보였던 구

타이의 미술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 회화

비평의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의 실험적인 미술활동에 대한 국제

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구타이는 간사이 지방이라는 주변적 위치에서 활동했던 연유로 그룹 결

성 후 10년 이상 이들에 대한 일본 미술비평계의 움직임은 거의 일어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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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구타이미술에 대한 평가들은 구타이 해산

이후 전후 일본미술을 역사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재고하는 움직임 속에

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재조명되었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

이, 전후 일본미술과 구타이 회고전들의 전시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평

가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외국 전시들은 일본

의 자본과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개최된 일련의 전시들은 전후 일본미술을 전쟁 이후 일본의 사회

가 재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미술로 보고, 이 미술의 특징을 “전위”로

설명하면서도 서구미술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로서 평가하였다. 1990년대

에는 앞서 설명한 1980년대의 시각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자 시도하였으

나, 이 시기에 전시들에서는 일본 전통 문화와 역사가 가진 “일본성”에

일본미술의 전위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일종의 오리엔탈리

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1990년대에

는 구타이의 단독전이 개최되어 전후 일본미술 속의 구타이가 아닌 구타

이만의 독자성이 재조명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현대의 사회가

전 지구화로 발전하고 탈식민주의적 논의가 뚜렷해짐에 따라, 주변-중심

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미술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구타이미술은 전 지구적 혹은 초국가주의적의 시각에

서 평가되어, 이들의 국제적 동시성이 강조되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구타이에 대한 이러한 재조명의 양상과 그 배경을 파악하

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미술계의 담론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미술가가

아닌 구타이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순적이게도 그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

지, 일부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그들에 대한 편견 섞인, 혹

은 의도치 않게 정치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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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미술 평론가 사와라기 노이(椹木野依)는 그의 저술에서, 역사

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은 언제까지고 불완전한 “나쁜 장

소”일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으로 썼다.220) 구타이의 활동 역사와 이들에

대한 재구축전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 역시 사

와라기가 말한 “나쁜 장소”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

근 미술계의 담론이 변화하고 미술의 동시성 혹은 동시대성이 점차적으

로 강조되면서 “장소”의 문제가 과거와 비교하여 더 이상 미술의 비평의

기준이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구타이

에 대한 본 연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경험이

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타이미술의 평가와 전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 또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미술계 안팎에서 시

대적으로 변화해 온 정치적・문화적・지정학적 위치관계를 다방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현재 진행형이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혹은 관점의 전도에 의해서 다른 시각이 제안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구타이의 경우

와 같이, 이러한 끊임없는 재평가들을 통해서 아직 "발견"되지 못한 현

시대의 미술가나,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던, 혹은 과장되어 해석되어 왔던

과거의 수많은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주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안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220) 사와라기 노이(주 166), 그가 ‘나쁜 장소’를 언급하는 부분은 이 책의 p. 43,

47, 53, 67-70, 135, 195, 23, 2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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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3] 모토나가 사다마사, <액체・빨강>, 

1955년, 아시야공원
[도판14] 카나야마 아키라 <작품B>, 1955년 

[도판16] 요시하라 지로, <자유롭

게 그려 주세요> 1956년 약 

200×450×3cm 

[도판17] 무라카미 사브로, <작품 <하늘>>, 1956

년, 아시야공원, 오른쪽에는 작품 안쪽에서 올려

다본 상태.

[도판18] 시마모토 쇼조, 

<이 위를 걸어가 주세요> 

1956년, 아시야 공원

[도판15] 시라가 카즈오 <부디 들어가 주세요>, 1955년, 아

시야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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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9] 모토나가 사다마사 <작품

<물>>, 1956년, 아시야공원

[도판20] 야마자키 츠루코, <방>, 1956년, 아시야공원

[도판21] 다나카 아츠코, <바람과 천> 1955년, 아시야 공

원

[도판22] 무라카미 사브로, <온갖 풍

경>, 1956년, (1993년 재제작)

[도판24] 무라카미 사브로, <종이 찍기

(통과)>, 1956년, 제2회 구타이미술전에

서 작품 제작 과정을 미디어에 공개.

[도판23] 무라카미 사브로 1955

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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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5] 시마모토 쇼조, <무제>, 1955년, 

아시야공원

[도판28] 시라가 카즈오 <부디 들어가 

주세요>, 1955, 오하라회관, 제1회 구

타이전

[도판29] 시라가 카즈오 <진흙에 도

전하다>, 1955년, 오하라회관 제1회 

구타이전

[도판26] 시마모토 쇼조, <포에 의한 작품>, 1956년 아시야

공원

[도판27] 시마모토 쇼조, <포에 의한 작품> 1956 제2회 구타이 미술전에서 작

품 제작과정을 미디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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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0] 무라카미 사브로의 <입

구>를 요시하라 지로가 뚫고 들어

가는 전시 오프닝 세러모니, 1955

년, 오하라회관, 제1회 구타이전

[도판31] 무라카미 사브로, <6개의 구멍>, 1955년, 오하라회관, 

제1회 구타이전

[도판32]  카나야마 아키라, <볼룬>, 1955년, 

오하라회관, 제1회 구타이전
[도판33] 다나카 아츠코, <벨>, 1955년, 

오하라회관, 제1회 구타이전

[도판34] 야마자키 츠루코, <브리키캔>, 1955년 제1

회 구타이 미술전 (오른쪽: 카나야마 아키라<볼룬>, 

벽면왼쪽: 시라가 카즈오 작품, 벽면 오른쪽 상단:무

라카미 사브로 작품, 벽면 오른쪽 하단: 시마모토 쇼

조 작품)

[도판35] 시라가 카즈오, <초현대 삼반소(三番叟)>,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타이 미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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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 시마모토 쇼조, <물체의 타괴(打壊)>,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

타이 미술전
[도판37] 카나야마 아키라, <거대한 볼룬> 1957

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타이 

미술전 

[도판38] 다나카 아츠코, <무대

복>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타이 미술전

[도판39] 모토나가 사다마사, <연기>,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타이 미술전 

[도판40] 요시하라 미치오, <음향연주>,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타이 미술

전, 창작 악기를 라이브로 연주.

[도판41] 야마자키 츠루코, <빛의 필름>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

용한 구타이 미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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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2] 요시다 토시오 <그림자>, 1957년, 오사카 

산케이 회관, 무대를 이용한 구타이 미술전 

[도판43] 1958년 뉴욕 마사 잭슨 갤러리에서의 모

습(전시 되어있는 왼쪽 작품은 키노시타 토시코, 

오른쪽은 요시하라 지로의 작품)

[도판44] 시라가 카즈오, <작품Ⅱ>, 1958년, <제6회구타이 

미술전>, 뉴욕 마사잭슨 갤러리 전시작

[도판45] 야마자키 츠루코, <작품> 

1958년, <제6회구타이 미술전> 뉴

욕 마사잭슨 갤러리 전시작

[도판46] 요시하라 지로, <작품>, 

1958년, <제6회구타이 미술전> 뉴

욕 마사잭슨 갤러리 전시작

[도판47] 1957년 12월 미셸 타피에를 오사카역으로 마

중나간 요시하라를 비롯한 구타이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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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8] 미셸 타피에와 요시하라 지로, 1958년 4

월, 오사카, <새로운 회화전>에서(벽좌측: 잭슨 폴

록, <No. 8>(1951) 우측: 요시하라 지로의 작품)

[도판49] 1958년 4월 <새로운회화 세계전>, 오사카, 

다카시마야

[도판50] 1958년 4월 <새로운회화 세계전>, 오사카, 

다카시마야

[도판51] 1956년 시라가 카즈오, <제2회 구타이

전> 도쿄 오하라회관

[도판52] 1949년 잭슨폴록, 롱 아일랜드 스튜

디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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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3] 1959년 4월 발행된 잡지 

『노티지에(Notizie)』

[도판54] 오사카 <제9회 구타이 미술전

(인터내셔널 스카이 페스티벌)>

[도판55] 1965년 암스테르담 <눌>전 전시풍경

(후방에 이브클라인의 작품, 전방에 카나야마 

아키라의 작품>

[도판56] 1965년 암스테르담 <눌>전 전시풍경

(왼쪽 무라카미 사브로 작품, 중간에 시마모토 

쇼조의 작품, 천장에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작

품>

[도판57] 하인즈 마크 <다이어그램>,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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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 1964년 11월 구타이 피나코테카 2층 

아뜰리에에서 작업 중인 폴 젠킨스

[도판62] 1964년, 요시하라 지로와 존 

이지, 구타이 피나코테카에서

[도판60] 1964년 11월 구타이 피나코테카에

서 열린 나사카 유코의 전시를 방문한 로버

트 라우셴버그와 모토나가 사다마사 

[도판58] 1962년 구타이 피나코테카 

팜플렛

[도판59] 1962년 9월 미셸 타

피에, 구타이 피나코테카 앞에

서

[도판63] 1962년 10월 경. 구타이 피나코

테카에서 존케이지(왼쪽에서 두 번째)와 

페기 구겐하임(왼쪽에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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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5] 1961년 4월 <제10회 구타이전>에서 

선보인 무카이 슈지의 <기호의 방>
[도판64] 1963년 경. 구타이 피나코테카 1층 로

비에서 왼쪽부터 모토나가 사다마사, 시라가 카

즈오, 로렌스 알로웨이, 요시하라 미치오, 다나

카 아츠코, 요시하라 지로

[도판68] 나사카 유코, 1964년 11월 구타

이 피나코테카 <작품> 앞에서

[도판66] 마에카와 츠요시 <작품> 1963년 구타이 

피나코테카에서의 개인전 출품작
[도판67] 마츠타니 타케사다 <작

품 ‘65> 1965년

[도판69] 구타이 멤버 14명의 공동제작 <가든 

온 가든> 만박미술관 야외전시, 1970년 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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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0] 구타이 미술 마츠리, 1970년 8~9월
[도판71] 구타이 미술 마츠리, 1970년 8~9월

[도판73]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

늘에의 외침>전 전시도록

[도판74] 요시하라 지로, <검은 바탕에 빨간 원>, 

1965년
[도판75] 이노우에 유이치 <작품A> 

1955년

[도판72] 1992년 <다시 태어나는 야외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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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6] 모토나사 사다마사 <물> 1983 재제작
[도판77] 일본의 염색공예 제작 풍경 

[도판78] 시마모토가 잭슨폴록에게 보낸 편지

[도판79] 모토나사 사다마사 <물> 2013년 구겐하임 미

술관

[도판80] 요시하라 지로,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2013

년 구겐하임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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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文 要 旨 (Abstract)

具体美術協会(1954-1972)の活動

及び 再構築展の国際的意味

金佳垠(KIM KA EUN)

協同課程　美術経営

ソウル大学大学院

本研究は、1954年日本の関西地方で結成され、1972年まで日本の国内及

び、海外で活発に美術活動を展開した、具体美術協会(以下「具体」と称する)

に関する研究である。このグループは、結成前からすでに関西を中心に前衛的美

術活動を推進していた吉原治良(1905-1972)に、作品の批評や美術的助言を求

めるために集まった若い美術家が、美術で新しさと独自性を追求しながら形成され

た。

グループ結成初期のメンバーは、結成前から吉原のアトリエに定期的に訪ねてい

た嶋本昭三(1928-2013)、山崎つる子(1929-)などが代表的である。また、1955

年には「ゼロ会」で活動していた白髪一雄(1924-2008)、田中敦子(1932-2005),

村上三朗(1924-1996)、金山明(1924-2006)がグループに合流し、初期具体の

中心メンバーとなった。

具体グループは、日本の中でも首都である東京と距離的に離れている関西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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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を始めた。これは、具体の活動拠点が当時の美術界の中でも周辺に位置して

いたといえる。それゆえ、その地域的限界を克服し、自分たちの美術活動を全世界

的に広げるために、和文と英文が併記された雑誌『具体』を自ら製作し、発行し

た。また、この雑誌を日本のみならず海外の影響力のある美術家と批評家たちに積

極的に発送した。

グループ結成初期では、展示方式に関しても新しさと独自性を追求するため

に、いままでの展示方式から離れ、当時としては画期的に野外展と舞台展という方

式を通して、泥で転がったり、木の絵の具を入れたビニールをかけたりする、実験的

な作品を見せたのである。また、具体は前述した雑誌『具体』を通して、作品と展

示当時の写真資料を記録し、メンバーたちの作品に関する説明を加えることで、自

分達の美術に関する態度や内容などを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の国々へ伝えるきっかけ

をつくった。

このように具体のメディアを活用した努力は、フランスの批評家であり、アンフォメ

ルを提唱したミシェル・タピエ((Michel Tapié, 1909-1987)にまで届いた。1957年
彼の来日とともに、具体のメンバーたちは、彼が主導するアンフォメル美術の枠に符

合する絵画を中心に活動を続けた。1958年、具体は、タピエの紹介でニューヨー

ク所在のマーサ・ジャクソンギャラリ(Martha Jackson Gallery)で、初めて海外

展を開催することになる。この展示で具体グループは、野外展と舞台展でみせた初

期の実験的な作品より、抽象絵画作品を中心に展示することになった。ニューヨー

クでの展示以後、具体美術は、1950年代すでに支配的であった絵画を中心とした

形式主義的な批評の基準で評価され、欧米の影響を受けた美術家であると評価さ

れることになった。具体的には、アンフォメル美術家、あるいはアメリカの抽象表現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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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を追従したグループであるといった批判が相次いで、グループ初期の実験精神

は評価されない結果となった。

当時、欧米の美術界では、パリやニューヨークを中心にアンフォルメル、抽象

表現主義、アクション・ペインティングなどで説明される抽象絵画が流行っていた。
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国際美術界はアジア圏を代表する日本の美術を各自が想

定する美術の基準で解釈することで、自分が主張する美術の国際性と波及力を誇

示しようとした。前に説明した具体に対する欧米中心的評価は、すべてこのような利

害関係の中でなりたったものたといえるだろう。具体はニューヨークでの展示以後、

1959年にはイタリアのトリノでの展覧会、1960年大阪で海外の美術家を招いて開き

作品を風船に吊り下げて空に浮かばせた＜インタナショナル・スカイ・フェスティバ
ル＞、1965年アムステルダムでドイツのゼログループとオランダのヌルグループととも

に開催したグループ展覧会を通して、活発に国際的に活動した。

このような具体の国際的美術活動は、1962年大阪で独自的な展示空間である

「グタイピナコテカ」の設立とともに、より主導的かつ積極的な形で発展した。当時

大阪には国際的な現代美術を紹介できる適合したスペースがなかったゆえに、この

展示スペースが設立したのであった。このスペースは具体メンバーの個展を始め、

海外の美術家の展覧会を開催に活用された。また、ここに現代美術に関連していた

海外の美術家や批評家たちが相次いで訪ね、国際的な交流の場として機能するこ

とになった。

一方、1960年代具体には一世代若い新しいメンバーたちが合流することになっ

た。これは、グループが安定期に入り、多少なり初期の実験精神に光を失っていく

中、グループに活力を吹き込むきっかけとなった。このような変化は、1970年に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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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開催された日本最初の「萬国博覧会」での展示と舞台活動を通して紹介され

た。しかし、新しいメンバーの合流によって変化したグループの空気などが原因にな

り、メンバーの間で意見の相違が生まれて、具体の結束力が弱化された。そのな

か、1972年吉原治良の突然の死亡によって, 具体は3月31日に換算することになっ

た。

前述したように、具体は、当時としては先駆的な国際的眼目と戦略を通して、日

本と海外で活動を展開した。しかし、彼らの時代を先立った前衛的な活動および関

西出身という認識によって、東京では具体単独での展示や学術研究は活発に行わ

れなかった。これは様々な文献で確認できる。たとえば、1986年パリのポンピドゥー

センターでの展示＜前衛の日本(Japon des avant-gardes 1910-1970)＞の批

評で尾崎信一郎は、具体の初期活動について、約30年間日本の美術の問題とし

て扱われなかったが、この展示を通じて彼らを再発見し、「グループの活動の意味

を再認識」したが、これもまた「外国の評価を逆輸入したという現象が皮肉にも繰り

返された」と伝えた。1) また、2012年東京国立新美術館で開かれた具体回顧展

＜『具体』ーニッポンの前衛18年の軌跡＞展の展示図録で展示企画者の平井

章一は、「日本の戦後美術グループのなかでも、具体ほど、海外で名前が知ら

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東京でその実像が知られていないグループはない」と強く問

題を提起した。2)　 それに対して関西では、兵庫県立近代美術館と芦屋市立美術

館を中心に、具体解散直後である1970年代から、具体の回顧展が着実に開かれ

1) 尾崎信一郎, 「アンフォルメル」, 美術評論家連盟 編、『美術批評と戦後美術』、

ブリュッケ、2007, p. 138.

2) 平井章一,「『具体』近代精神の理想郷」, 国立新美術館　編、『「具体」 ―

ニッポンの前衛 18年の軌跡』、20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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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

1980年代に入り、東京都美術館では、3回に構成されたシリーズ展示である

＜現代美術の動向＞展を企画した。このような展示をはじめに、日本の現代美術

の全体を回顧し、歴史化する動きが起こった。このような動きは、日本のみならず海

外にまで広かった。1985年、イギリスのオックスフォード近代美術館での＜再構成：

日本の前衛美術　1945-1965(Reconstructions: Avant-Garde Art in Japan

1945-1965)＞と、前で紹介した1986年のパリのポンピドゥーセンターでの展示＜前

衛の日本＞を始め、1994年ニューヨークのグッゲンハイム美術館ソーホーでの

＜1945年以後の日本美術：空へ挑む叫び(Japanese Art After 1945:

Scream Against the Sky)＞展に至るまで、具体美術および日本の現代美術

は、「戦後日本美術」、または「日本の前衛美術」というテーマを通して、欧米

の視覚で解釈された。一部の伝統とモダンに関する葛藤問題を除けば、このような

欧米の解釈が再び日本国内にまで影響を及ぶという、ある種の閉塞された循環が

行われたの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流れの中、具体は国際美術界に名を知らせる

ことができた。

2000年代以後、2009年にニューヨークのポロックークレースナー・ハウス・アン
ド・スタディ・センター(Pollock-Krasner House and Study Center)で開かれ
た＜お互いの魔法にかけられ：具体とニューヨーク(Under Each Other’s Spell:

Gutai and New York)＞展、そして、2010年にスイスのルガノ州立美術館

(Museo Cantonale d’Arte Lugano)での＜時間と空間の絵画(Painting with

Time and Space)＞展などを通じて、それまで具体美術を、戦後の日本美術の

枠で解釈する視覚から離れ、彼らの国際的同時性を強調する展示が相次いで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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催された。このような視覚が現れる代表的展示が、2013年グッゲンハイム美術館で

開催された大規模の回顧展＜具体：華麗なる遊び場 (Gutai: Splendid

Playground)＞である。この展示は、何より、欧米の基準で日本美術を解釈した

り、あるいは特殊な「日本性」で独自性を求めて、一種のオリエンタリズム的な視

覚でみてきた過去の展示とは違い、過去の評価を批判するとともに、具体美術の国

際的同時性を強調した。このような態度は、展示図録でも現れている。展示企画

者であるアレックサンドラー・モンロー(Alexandra Munroe)とミン・てィアンポ
(Ming Tiampo)は、全地球化と文化人類学を研究した、アラジュン・アパドゥライ
(Arjun Appadurai)の「超国家主義(transnationalism)」的観点で、具体の展

示を企画した。アパドゥライは、著書で、「新しい全地球的な文化や経済は、現

存する中心ー周辺のモデルの用語ではもう理解できない、複合的で重層的である

ゆえに、脱救的な秩序(disjunctive order)で見なされ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文

化は違いを意味するが、これはもう分類学的ではないと説明した。3)　 このような主

張は、1980年代、文化に対しての文化多様性や多文化主義的側面から一方進ん

だ観点を提示したと言えるだろう。つまり、欧米と非欧米の現代性は皆それぞれ違う

文化間の同時代的相互作用の流れのなかで説明でき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ある。

本研究は、具体が1950年代から現在にいたるまで再評価を受け続け、再考の対

象となってきた背景とこの過程を考察するために始まった。研究を通じて、具体美術

と具体グループが活動していた当時の日本内外の評価を分析することができた。ま

た、解散以後も、具体は回顧展を通して多様な観点から再照明されたことを把握す

3) 아라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1996), 차원현 외 옮김, 현

실문화연구, 200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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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再照明の流れを要約すれば、1970年代には関西地方出

身の具体グループを日本中に知らせるために関西の美術館を中心に彼らの実験的

精神を強調する回顧展が開催された。1980年代には、戦後の日本美術に対する

日本内外の関心の上昇によって戦後に活動した他の美術家たちとともに具体は前衛

的なグループとした評価された。このような評価は他の戦後の日本美術家たちを評

価する基準の中で具体に対する評価が行われたという限界をもつ。1990年代には

いって、このような限界から脱皮するために具体を単独で紹介する展示が相次い

だ。しかし、この時期の展示もまた、やはり欧米の視覚から具体を評価したという点

で、2000年代以後の評価とは異なる。前述した2000年代以後の海外での具体回

顧展では、1950年代後半から具体が当時の欧米の美術界と交流し、平行的に活

動していたというところにより注目し、徹底的に検証することで具体活動の「同時性

(contemporaneity)」を強調する傾向がうまれた。これは国際美術界で、非欧米

美術に注目する談論の中で生まれたと言える。

本研究を通じて、約60年間、変化してきた具体美術に関する評価を分析すること

で、国際美術界の中での日本現代美術の流れを理解できるであろう。言い換えれ

ば、具体が活動していた時期に存在していた日本と欧米の各自の立場で、当時の

美術界の状況を眺望でき、またグループ解散の後で紹介された再構築展や学術

研究を通して、変化してきた具体に対する評価を把握することで、国際美術界の談

論が、歴史的に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か分かるであろう。このような視覚で具体の

美術活動と再構築展について考察したという点からこの研究の意義を探すことができ

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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